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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의 연차별 추진계획에 따라
‘중학생의 성장과정 분석: 학교, 가정, 지역사회를 중심으로’라는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종단연구의 4년차 연구로서 중학교 3학년의 성장과정을 탐색함과
동시에 4년간 수행된 연구 결과를 종합하는 연구입니다.
중학생들은 성인들의 시각에서 볼 때 중2병이라고 명명할 만큼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고등학교 다양화로 인해 중학생들의 고등학교 진학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종단연구는 중학생들의 과도한 학습 시간,
학교폭력 사건, 교권 침해 사례, 자유학기제 등 특별히 다른 시기보다 언론이나 정치권,
학계에서 중학생들에게 관심이 모아지던 시기에 기획되었지만 아직도 이러한 문제들은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4년 동안 동일한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그
성장과정을 추적함으로써 중학생을 학습자로서의 특징과 더불어 성장과정을 고등학교로의
이행과 연계하고, 개인적 배경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맥락에서 분석함으로써 종합적인
관점에서 중학생의 성장을 이해하려고 하였습니다. 본 연구 결과는 학부모들에게는
그들의 자녀를, 학교 현장 교사에게는 학생들에 대한 이해의 깊이를 더해 줄 것이며,
중앙정부나 시·도교육청의 정책 담당자나 청소년 대상 연구자들에게는 한국 중학생을
위한 정책 수립이나 연구에 대한 통찰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본 연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4년 동안 기꺼이 이 연구에 참여해 준
학생들과 학부모님들, 그리고 이 학생들의 담임 선생님들 덕분이었습니다.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연구대상 학교의 교장선생님을 비롯하여 섭외, 장소 제공, 면담
지원 등 여러 가지 도움을 주신 선생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성실하게 연구를 수행한 연구진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2019년 12월

한국교육개발원
원 장

중학생의 성장과정 분석: 학교, 가정, 지역사회를 중심으로(Ⅳ)

연 구 요 약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의 연차별 추진계획에 따라 ‘중
학생의 성장과정 분석: 학교, 가정,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처음 본
연구가 기획되었던 2015년 전후로는 중학생들의 학교폭력사건, 과도한 학업시간, 교권
침해 사례 등 특별히 다른 시기보다 언론이나 정치권, 학계에서 중학생들에게 관심이 모
아지던 시기였다. 특히 중학생에 대해서는 중2병 등 외부자적 시각에서 표현되는 특징이
있었고, 초등학교나 고등학교에 비해 중학교가 정체성이 불분명하고 주목받지 못하고 있
다는 반성이 있었다. 또한 고등학교 다양화로 인해 중학생들의 고등학교 진학과 관련하
여 다양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중학생의 입장에서 요구
하는 진학의 과정을 알아볼 필요가 있었다. 이에 이 연구는 중학생들의 성장과정을 추적
하여 면밀히 들여다봄으로써 한국의 중학생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더 나아가 중학교 교
육에 대한 시사를 받기 위해서 기획되었다.
이를 위하여 동일한 연구대상에 대하여 4년간의 성장과정을 추적하면서 ‘생활과 성장
과정’이라는 공통주제와 함께 매년 관계, 정체성, 진로와 같은 핵심 주제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1차년도 연구(김경애 외, 2016)에서는 종단연구를 설계하고 중학교에 입학하
기 전까지의 경험을 살펴보았으며, 2차년도 연구(김경애 외, 2017)에서는 중학교 1학년
에서의 생활과 성장과정, 성장과정과 관계, 중학교 제도변천과 중학생 됨의 의미를 살펴
보았다. 3차년도 연구(김경애 외, 2018)에서는 중학교 2학년에서의 생활과 성장과정, 성
장과정과 정체성(자기인식), 국제 통계에서 본 우리나라 중학생들의 특징을 보았다. 이
연구는 제 4차년도 연구로서 중학교 3학년에서의 생활과 성장과정, 성장과정과 진로, 교
육정책이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또한 올해를 마지막으로 4년 간 수행해왔던
종단연구를 마치게 됨에 따라 이 연구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제1부에서는 중학교 3학년
의 생활과 진로를 제시하고, 제2부에서는 지난 4년 간 연구 참여 학생들의 성장을 종합
적으로 분석하고 후속연구를 위한 시사점과 우리나라 중학생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한 정
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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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 4년간 공통적으로 다루어진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김경애 외, 2016: 5).
첫째, 중학생 시기 학습자로서의 특징은 무엇인가? 둘째, 중학생 시기 학습경험의 특징은
무엇인가? 셋째,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의 이행상의 특징은 무엇인가? 중학생 시기가 다
음 생애발달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넷째, 계층별, 지역별 성장과정에서 차이가 있는지,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한편 4차년도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교 3학년 생활의 특징은 무엇인가? 둘째, 중학교 3학년의 학습경험의 특징
은 무엇이며, 고등학교로의 이행과정은 어떠한가? 셋째, 이 과정에서 학교, 가정, 지역사
회의 배경에 따라 학생들의 진로 및 진학 상황이 어떻게 달라지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넷째, 4개년 종단연구 결과와 그 시사점은 무엇인가?
이상과 같은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문헌분석, 질적 사례연구를 위한 심층면담,
진로․학습․성격영역을 측정하는 총 3종의 심리검사를 실시하였다. 특히 1차년도 연구에서
선정한 연구대상 학생들이 4년 동안 성장해가는 과정을 추적해 나가는 질적 사례 연구로
서 1차년도 연구에서 선정한 동일한 연구대상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집단 간 비교
를 위하여 1차년도 연구에서는 도시 저소득층, 도시 중산층, 도시 고소득층과 읍면지역
으로 나누어 각 집단을 대표하는 가가중학교, 나나중학교, 다다중학교, 라라중학교 등 4
개 학교를 선정하였으며, 각 학교별로 11~15명 내외의 학생을 연구 참여자로 확정하였
다. 또한 각 학생들의 학부모 1인과 담임교사가 모두 면담 대상자였다.
제1부 Ⅱ장에서는 본 종단연구의 전체적인 구성을 제시하였다. 즉 종단연구를 관통하
는 주제로서의 ‘성장’ 개념 및 ‘성장과정’을 포착하기 위한 하위개념에 대한 설명을 제시
하였다. 또한 사례 선정의 기준과 공통 절차, 사례 학교의 일반적인 현황 등 4년간의 질
적 사례 연구에 대한 연구 설계 내용을 담았다.
제1부 Ⅲ장에서는 4차년도 연구 주제인 중학교 3학년의 생활과 진로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제시하였다. 먼저 중학생의 심리적 특성과 진로에 대하여 살펴보고 특히 중학교
3학년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또한 노무현 정부부터 현 정부까지

중학생 대상 교육정책에 대하여 알아보고 연구 참여 학생들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위해 실시한 심리검사 내용에 대하여도 간략하게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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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Ⅳ장에서는 중학교 3학년이 된 연구대상 학생들의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서의
생활과 4차년도 연구의 중심 주제인 고등학교 진학과 진로의 특징을 각 학교별로 제시하
였다.

제2부 Ⅰ장에서는 지난 4년간 중학생 성장과정에 대한 종단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제시
하였다. 분석내용은 우리나라 중학생들의 학교, 가정, 지역사회에서의 생활의 특징과 그
들의 부모, 친구, 교사와의 관계, 스스로 인식한 정체성, 진로에 대하여 4개 학교 학생들
의 공통적인 특징을 살펴보고 집단별로 차이가 나는 부분은 집단과 그 특징을 별도의
주제로 제시하였다.
제2부 Ⅱ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기초로 논의와 함께 후속연구를 위한 시사점과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지난 4년간 학교, 가정,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중학생의 성
장과정을 분석한 결과, 학생들은 중학생 시기를 지나오면서 인지적, 정의적, 신체적으로
또 관계구조의 변화와 관계범위의 확장, 정체성의 구체화, 진로의 구체화 및 현실을 고려
한 진로계획의 수정 등 많은 성장을 했음을 알 수 있었다. 학생들은 아직 완전한 성장을
하지 못했지만 성숙한 인격체로서 성장해나가는 과정 중에 있고, 그 과정 중에 다양한
선택지와 결정의 상황에서 환경과 자신의 특성을 고려하며 스스로 더 나은 성장과 발달
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더 나은 관계를 유지하
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터득하고, 선생님들과의 갈등 상황을 경험하다가도 3학년
이 되면 갈등을 조절해 나가는 모습을 보였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진로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진로계획을 수정하기도 하였다. 자신에 대한 인식이 명료해질
수록 좌절하고 포부수준이 낮아지는 것도 경험했지만 그 또한 성장의 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성장과 발달의 주체는 학생이고, 중학생 학습자는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학습자
스스로 최적의 환경을 선택, 조성, 적응할 수 있는 자기주도적 존재다. 이러한 자기주도
적 학습자들의 긍정적 성장을 위해 우리는 많은 교육적 시도를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교육적 목적을 가지고 시도하는 여러 가지 제도나 정책들이 우리 중학생들이 행복하게
성장하도록 도와주고 있는지는 성찰해볼 필요가 있다. 다양한 특성을 가진 학생들이 각
자의 삶을 영위하는 것을 인정하되 적어도 신체적․인지적․정의적 특성이 발달과정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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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무한한 발전가능성을 내포한 중학생들이니만큼 중학생들에 대한 이해의 깊이를 더
하는 노력을 하고, 이들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다차원적인 요인들을 보완해준다면 조
금 더 균형 잡히고 행복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과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후속연구는 중학생의 인지적, 정의적 특성에 대한 심리검사 결과 심층 분석 연구, 교육
격차 실태 및 영향요인 분석 연구, 고등학생 성장과정 분석 연구, 중학생들의 정신건강
연구 등을 제안하였으며, 본 연구가 질적 사례연구였던 만큼 보다 일반화할 수 있는 연구
결과 도출을 위하여 전체 중학생 대상의 연구를 기획할 것을 제안하였다.
우리나라 중학생들의 균형 잡힌 성장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은 다음과 같이 제언하
였다. 첫째, 교육격차 완화 측면으로 중학생 기초학력보장, 균등한 진로교육기회 제공 및
고등학교 진학상담 강화, 특성화고 육성 및 입시전형 개선, 사회통합전형 확대 및 학교
내 교육의 다양화 확보, 공교육 중심의 지속적인 예술교육 지원 기반 마련, 지역사회 맞
춤형 학교와 교사를 위한 학교자치화를 제언하였다. 둘째, 중학생 성장의 지지기반으로
서 지역사회의 역할 강화 측면에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제언하였으며, 셋째, 중학
교 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자유학기제 기간 조정, 자유학기제와 중학교 교육의 조화,
수학교과 학습 지원 강화 및 평가체제 개선 등을 제언하였다.

□ 주제어: 중학생, 성장과정, 진로, 관계, 정체성, 질적 종단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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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
3. 연구 방법
4. 연구의 한계

중학생의 성장과정 분석: 학교, 가정, 지역사회를 중심으로(Ⅳ)

Ⅰ

1

서론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의 연차별 추진계획에 따라 ‘중
학생의 성장과정 분석: 학교, 가정, 지역사회를 중심으로’라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
구는 중학생들의 성장과정을 추적하여 면밀히 들여다봄으로써 한국의 중학생에 대한 이
해를 높이고 더 나아가 중학교 교육에 대한 시사를 받기 위해서 기획되었다.
처음 본 연구가 기획되었던 2015년 전후로는 특별히 다른 시기보다 언론이나 정치권,
학계에서 중학생들에게 관심이 모아지던 시기였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으나 2011년
12월 당시 대구에서 발생했던 학교폭력 사건으로 중학생들의 학교폭력 실태와 원인을

분석하면서 특히 중학생들의 생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실제 2012년 당시 여권
지도부는 중학교를 방문하여 학생, 교사, 학부모와 간담회를 하면서 ‘중학생이 하루 12시
간 공부한다’는 학생의 얘기를 듣고 ‘우리나라가 중학교 교육에 소홀했던 것 아닌가’라는
문제를 제기하며 중학교 교육에 대한 예산 투입과 제도 개선을 강조했었다(연합뉴스,
2012. 05. 30.). 또 당시 야권의 지도부는 교육부 자료를 인용하면서 ‘중학생 사교육비가

꾸준히 증가하고 고등학교보다 많은데 이는 외고, 과학고 등 특목고나 자사고 등 고교입
시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연합뉴스, 2013. 10. 11.)이라며 중학교의 사교육 부담을 지적
하기도 했다. 6년이 지난 지금도 언론에서는 중학생들의 학교폭력 사건이 계속 보도되고
있고, 고등학교 다양화로 인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과정에서 중학교 교육
현장에서는 다양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급기야 교육부는 2025년 3월부터 자사고․외
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한다(교육부 2019.11.07.일자 보도자료)고 발표하였다. 2013
년부터는 42개 연구학교를 대상으로 자유학기제가 시작되었으며, 2016년 전면 시행까지
그 수가 계속 확산되었다. 실제 2014년도와 2015년도 언론자료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결
과에서도 자유학기제는 사교육비와 함께 가장 두드러지는 중심 어휘로 나타났다(정미경
외, 2016: 114-115). 또한 그 어느 때보다 중학교에 관심이 모아지던 때에 2013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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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8월까지 경기도 교육청에 신고된 경기도 내 초․중등학생들의 교권침해 사례를

분석한 결과 중학생의 욕설 및 폭언이 752건(42%)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서울신
문, 2014. 10. 13.), 초․중․고 학생 4만 명을 대상으로 한국교육개발원이 실시한 인성검사
에서 중학생이 초등학생이나 고등학생에 비해 인성 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데일리안, 2014. 08. 19.). 이처럼 초등학생이나 고등학생에 비해 중학생이 언어폭력이

심하고 인성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해 중학생에게 관심을 가지고 중학생을 대
상으로 하는 세심한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2016년 1차년도 연구에서는 본 연구가 왜 ‘중학생’에 집중하는지 그 의미를 제시하면

서 중학생 성장과정 분석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를 다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김경애 외, 2016: 3).

첫째, 외부자의 시선으로 바라본 중학생은 중2병, 사춘기 등으로 표현되어 왔으나 중
학생들이 스스로를 인식하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이에 중학생이
스스로 경험하고 생각한 것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중학생을 이해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중학교가 초등학교나 고등학교에
비해 주목받지 못했다는 반성에 기초하여 중학생을 이해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지
고 있는데, 이 연구는 이러한 관심의 연장선상에서 중학교 시기 학생들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기 때문이다. 셋째, 고등학교 다양화로 인해 고등학교
진학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중학생의
입장에서 요구하는 진학의 과정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중학생 성장과정 분석: 학교, 가정,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연구에서는 동일한 연
구대상에 대하여 4년간의 성장과정을 추적하면서 ‘생활과 성장과정’이라는 공통주제와
함께 매년 관계, 정체성, 진로와 같은 핵심 주제1)를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중학생의 삶과
성장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자 하였다. 1차년도 연구(김경애 외, 2016)에서는 종단연구를
설계하고 중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의 경험을 살펴보았으며, 2차년도 연구(김경애 외,
2017)에서는 중학교 1학년에서의 생활과 성장과정, 성장과정과 관계, 중학교 제도변천과

중학생 됨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3차년도 연구(김경애 외, 2018)에서는 중학교 2학년에
서의 생활과 성장과정, 성장과정과 정체성(자기인식), 국제 통계에서 본 우리나라 중학생

1) 본 연구의 관점과 핵심주제 설정 배경에 대해서는 ‘Ⅱ장. 전체 종단연구의 구성’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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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특징을 보았다.
본 연구는 제4차년도 연구로서 중학교 3학년에서의 생활과 성장과정, 성장과정과 진
로, 교육정책이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올해를 마지막으로 ‘중학생
의 성장과정 분석: 학교, 가정, 지역사회를 중심으로’는 4년 간 수행해왔던 종단연구를
마치게 된다. 이에 본 연구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제1부에서는 중학교 3학년의 생활과
진로를 제시하고, 제2부에서는 지난 4년 간 연구 참여 학생들의 성장을 종합적으로 분석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연구를 위한 시사점과 우리나라 중학생들의 올바른 성장
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한다.

2

연구 내용

가. 연구 추진 계획
4년간 수행된 종단연구의 연차별 핵심 주제와 내용은 다음 [그림 Ⅰ-1]과 같다.

[그림 Ⅰ-1] 본 질적 종단연구의 연차별 핵심 주제와 내용
* 출처: 김경애 외(2018: 38)의 일부를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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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종단연구의 연차별 핵심 질문과 연구방법 개요는 <표 Ⅰ-1>과 같다.
<표 Ⅰ-1> 종단연구 연차별 핵심질문과 연구방법 개요
1차년도(밑그림)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 초등학교 시기까지 성
장과정 및 배경의 특징
주제 - 연구참여 학생들의
중학교 입학 전까지
[1]과
질문
의 성장과정과 이의
바탕이 된 성장배경
의 특징은 무엇인가?

∙ 중학교 1학년의 생활과
성장과정
- 중학교 1학년 생활의
특징은 무엇인가?
- 중학교 1학년 학습경험
의 특징은 무엇인가?
- 이상의 특징이 연구 집
단별로 어떻게 다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 중학교 2학년 교육적
경험의 특성
- 중학교 2학년 생활의
특징은 무엇인가?
- 중학교 2학년 학습경험
의 특징은 무엇인가?
- 이상의 특징이 연구 집
단별로 어떻게 다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 중학교 3학년 교육적
경험의 특성
- 중학교 3학년 생활의
특징은 무엇인가?
- 중학교 3학년 학습경험
의 특징은 무엇인가?
- 이상의 특징이 연구 집
단별로 어떻게 다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주제
[2]와
질문

∙ 성장과정과 정체성
∙ 성장과정과 관계
(자기인식)
∙ 성장과정과 진로
- 중학생의 관계적 특징 - 중학생의 정체성은 자
-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은 무엇이며 학습자로
기인식의 측면에서 어
의 이행과정에서 어떤
떤 특징을 가지며 학
서의 삶에 어떤 영향을
특징이 나타나는가?
주는가?
습자로서의 삶에 어떤
- 중학생의 고등학교 진
- 중학생의 관계적 특징
영향을 주는가?
학과정이 연구 집단별
이 연구 집단별로 어 - 중학생의 정체성 인식
로 어떻게 다르며 그
떻게 다르며 그 이유
이 연구 집단별로 어
이유는 무엇인가?
는 무엇인가?
떻게 다르며 그 이유
는 무엇인가?

∙ 중학생을 이해하기 위한 ∙ 중학교 제도변천과 중 ∙ 국제 통계에서 본 우리
질적 종단연구의 설계
학생됨의 의미
나라 중학생들의 특징
주제 - 청소년 대상의 질적 - 우리나라에서 중학교 - 국제 통계를 통해서 볼
[3]과
종단연구로서 이 연구
제도는 어떻게 변천되
때, 우리나라 중학생들
질문
의 4년간의 종단적 연
어 왔으며 현재 중학
의 특징은 무엇이며 이
구 설계는 어떠한 것
생됨을 어떻게 이해해
는 본 연구결과에서 어
인가?
야 하는가?
떻게 설명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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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구조(중학교 정책)가
성장에 미치는 영향
- 이들의 성장과정에 교
육정책은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 중학생의 성장과정 종합
- 심리검사 결과에서
나타난 종단적 성장
과정의 특징은 무엇
인가?
- 중학생 시기 동안 어
떠한 경험의 재구성
과정을 겪는가?(자기
인식, 관계, 진로의
측면에서)

Ⅰ. 서론

1차년도(밑그림)

2차년도

3차년도

주된
∙ 질적 사례연구(생애사적
∙ 질적 사례연구
연구
인터뷰)
방법

∙ 질적 사례연구

4차년도
∙ 질적 사례연구(종단적
분석)

∙ 가정, 학교, 지역 관련
자료
자료 ∙ 중학생 1학년 여름 면담
수집 ∙ 참조인 면담(부모는 1
학기에 1회, 담임교사
는 2학기에 1회)

∙ 중학생 3학년 여름과
겨울 면담
∙ 고등학생 1학년 1학기
∙ 중학생 1학년 여름과 ∙ 중학생 2학년 여름과
면담
겨울 면담
겨울 면담
∙ 심리검사(1,2,3학년 때
∙ 참조인 면담(부모는 1 ∙ 참조인 면담(부모는 1
실시)
학기에 1회, 담임교사 학기에 1회, 담임교사
∙ 참조인 면담(부모는 중
는 2학기에 1회)
는 2학기에 1회)
3 1학기와 고1 1학기
에 각 1회, 담임교사는
중3 2학기에 1회)

∙ 초등학교 6학년까지의
삶의 배경(가정, 학교,
주된
지역사회)
수집
∙ 초등학교 6학년까지의
내용
관계, 자기 인식, 미래
에 대한 이미지나 꿈

∙ 중학교 3학년 생활과
학습경험
∙ 학교, 가정, 지역사회
배경의 영향
∙ 고등학교 진학과정 및
고등학교 1학년 생활
∙ 중학교 2학년 생활과
∙ 중학교 1학년 생활과
정착과정
학습경험
학습경험
∙ 미래에 대한 생각 변화
∙ 학교, 가정, 지역사회
∙ 학교, 가정, 지역사회
∙ 사회에 대한 인식
배경의 영향
배경의 영향
∙ 심리검사
∙ 자기 인식 차원에서의
∙ 관계 양상
- 중1: 학습전략검사Ⅱ
정체성 양상
(MLST-Ⅱ),
U&I
진로탐색 검사
- 중2: TCI 청소년용
- 중3: 학습전략검사Ⅱ
(MLST-Ⅱ),
U&I
진로탐색 검사

*출처: 김경애 외(2016: 32-33) 일부 수정한 것을 김경애 외(2018: 39-40)에서 발췌․수정하여 제시함

나. 연구 문제 및 연구 내용
이 연구는 4년간의 종단연구로서 기본적으로 4년간의 연구를 관통하는 연구문제는 다
음과 같다(김경애 외, 2016: 5).
첫째, 중학생 시기 학습자로서의 특징은 무엇인가?
둘째, 중학생 시기에 겪는 학습경험의 특징은 무엇인가?
셋째,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의 이행상의 특징은 무엇인가? 중학생 시기가 다음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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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생애발달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넷째, 계층별, 지역별 성장과정에서 차이가 있는가? 차이가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특히 계층별, 지역별 성장과정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연구대상 집단을 도시 중산
층, 도시 저소득층, 도시 고소득층과 읍면지역으로 분류하여 선정하였다. 또한 매년 연구
대상이 성장함에 따라 연구의 중점도 관계, 정체성, 진로로 변화하여 분석하였다.
4년간 연차별 추진계획에 의거하여 수행되는 연구의 4차년도 연구인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교 3학년 생활의 특징은 무엇인가?
둘째, 중학교 3학년의 학습경험의 특징은 무엇이며, 고등학교로의 이행과정은 어떠한가?
셋째, 이 과정에서 학교, 가정, 지역사회의 배경에 따라 학생들의 진로 및 진학 상황이
어떻게 달라지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넷째, 4개년 종단연구 결과와 그 시사점은 무엇인가?

위에 제시된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4차년도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연구 내용
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2부로 구성하였다. 1부에서는 중학교 3학년에서의 성장과정에
대한 횡단 분석을 다루고, 2부에서는 지난 4년간의 연구결과를 종합한 종단 분석과 그에
따른 후속연구 및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1) 중학교 3학년의 경험

◦ 중학생의 심리적 특성과 진로
◦ 중학교 3학년의 특성
◦ 중학생 대상 교육정책
◦ 중학생 성장과정의 이해를 위한 심리검사의 활용
2) 4년간의 종단연구로 본 중학생의 성장과정과 시사점

◦ 4년간의 연구결과에 나타난 중학생의 성장과정
◦ 후속연구를 위한 시사점과 정책적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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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방법

가. 문헌 분석
중학교 3학년 학생의 특징, 성장과정, 진로의식 등에 대한 연구 자료, 중학교 교육
관련 정책 등을 탐색하기 위하여 국내․외 관련 문헌을 분석하였다.

나. 심층면담2)
본 연구는 1차년도 연구에서 선정한 연구대상 학생들이 4년 동안 성장해가는 과정을
추적해 나가는 연구로서 1차년도 연구에서 선정한 동일한 연구대상을 통해 자료를 수집
하였다. 따라서 연구대상자 선정 기준과 절차, 사례 학교의 일반적인 현황은 본 종단연구
전체 연구 설계를 제시한 1부의 ‘Ⅱ장. 2절. 연구 설계’에 자세하게 제시하였기 때문에
여기에는 4차년도 연구에 참여한 면담 대상자 현황만 간략히 제시하였다.
1) 면담 대상자

연구대상자는 1차년도 연구에서 선정했던 연구대상과 동일하다. 1차년도 연구에서는
집단 간 비교를 위하여 도시 중산층, 도시 저소득층, 도시 고소득층과 읍면지역으로 나누
어 각 집단을 대표하는 가가중학교, 나나중학교, 다다중학교, 라라중학교 등 4개 학교를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인 4개 학교의 특징을 간략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가가중학교는 서울시내 전형적인 서민층과 저소득층 밀집 지역에 위치한 공립중
학교로, 재학생 대다수가 인근의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
가정 및 차상위 계층 학생이 전체 학생의 약 10% 내외로 분포되어 있으며, 전교생 중
20% 정도가 교육복지대상자로 분류되어 있다. 가가중학교의 재학생 규모는 전교생 약
400명 정도이며, 최근 학생 수가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 연구

참여자로 참여한 3학년 학생들의 경우 동일 학년의 총 학생 수가 약 120명 내외이다
2) 본 연구는 4년간 연차별 추진계획에 따라 수행되는 질적종단연구로서, 1차년도에 선정한 연구대상과 동
일한 대상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층면담을 실시해 왔다. 따라서 연구대상의 선정은 지난 3년간의 연구와
동일하며, 심층면담 방법에 있어서는 질문 내용과 시간, 장소 등에 있어서만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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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애 외, 2018: 79).

나나중학교는 대도시 중산층이 모여 있는 교통과 편의시설이 발달한 아파트 주거지역
에 있는 공립중학교다. 비교적 좋은 지역에 위치한 학교라 교사들에게도 선호하는 학교
에 포함되고 있다. 인근 2-3개 초등학교에서 진학해 온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어 유년 시
절부터 알고 지내온 경우가 많으며 학부모들도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온 경우가 많은
지역의 학교라고 할 수 있다(김경애 외, 2018: 144).
다다중학교는 대도시 고소득층이 밀집한 지역에 위치한 학교로서 주변에는 다세대주
택이나 단독주택 단지가 없고, 고급 아파트만 밀집해 있기 때문에 유사 지역 중에서도
거주 비용이 높은 편이다. 가정의 사회, 경제적 수준이 고르게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
며, 연구 참여 학생들 역시 가정 배경 측면에서 유사도가 높다. 또한 유명 학원가와 인접
해 있고 일명 명문 고등학교로의 진학 성과가 좋다는 평판이 있다. 특이한 점은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13명의 학생들 중 8명은 중학교 입학 전, 1년 이상의 장기 해외 거주 경험
을 갖고 있었다. 해외 거주 이유는 주로 아버지의 교수 연구년, 해외 사업, 해외 주재원
파견 등이었고, 온가족이 함께 해외에서 거주하는 형태였다. 거주한 국가는 미국이 가장
많았고, 그 외에는 베트남, 러시아, 독일, 벨기에 등 다양한 편이었다.
라라중학교는 지리적으로 주변에 논과 밭, 그리고 공장이 눈에 띄는, 읍면 지역 소재
학교로서 연구가 시작되었던 2016년 당시 총 6학급, 학생 수 132명(2019년 현재 96명)
의 소규모 학교이다. 연구가 시작되었던 2016년 당시 교육부의 농어촌 거점 우수중학교
로 선정되어 3년간 11억 원의 지원을 받았다.
위의 4개 학교별로 11~15명 내외의 학생(총 51명)을 연구 참여자로 확정하였으며 각
학생들의 학부모 1인과 담임교사가 모두 면담 대상자였다.
4차년도인 본 연구에서는 학생 50명과 학부모 50명이 연구대상에 포함되었는데, 가가

중학교 학생 한 명이 3학년이 되면서 지방으로 전학을 가게 되어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다다중학교 학생 중 두 명은 3학년이 되어 각각 미국과 호주로
유학을 갔는데, 계속해서 연구 참여 희망 의사를 밝혀와 연구진과 화상통화를 통해 면담
을 실시하였다. 연구 참여 학생들의 담임교사와의 면담은 학생들이 3학년이었던 2018년
겨울방학에 학교에서 실시하였다. 면담 대상자와 면담 시기에 대한 개요는 다음 <표 Ⅰ-2>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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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Ⅰ-2> 면담 대상자 및 면담 개요
면담 시기
구분

학생

학부모

참여자 현황
-

가가중학교:
나나중학교:
다다중학교:
라라중학교:

14명(남
11명(남
13명(남
12명(남

8,
5,
6,
6,

참여자 수
여
여
여
여

6)
6)
7)
6)

2018년(3학년)
여름방학

2018년(3학년)
겨울방학

2019년(고1)

50명
(남 25, 여 25)

50명
(남 25, 여 25)

50명
(남 25, 여 25)

2018년 여름

2019년 봄․여름

50명

50명

선정된 학생의 학부모 1인씩

2018년(3학년) 겨울방학
교사

선정된 학생의 담임교사
28명(담임 중복 사례 발생)
합 계

278명, 6회

<표 Ⅰ-3> 연구 참여자 현황: 학생 및 학부모3)
연구참여학

학생과의

생의 부모

관계

가-p1

조남주

어머니

남

가-p2

고해인

어머니

박성수

남

가-p3

서은하

어머니

가-4

민경원

남

가-p4

이시연

어머니

가-5

모정음

여

가-p5

허재경

어머니

가-p6

황보민

어머니

가-p7

유예리

어머니

가-p8

전혜수

어머니

가-p9

김태진

어머니

구분

연구참여학생

성별

가-1

고선윤

남

가-2

주지호

가-3

학생면담 시기

2018년 7월
․
2019년 2월
․
2019년
6월-7월

구분

가-6

이진형

여

가-7

조상철

남

가-8

이승일

남

가-9

이석훈

남

가-10

박혜연

여

가-p10

임지우

어머니

가-11

김성문

남

가-p11

장보경

어머니

가-12

김지연

여

가-p12

박동은

어머니

가-13

김재인

여

가-p13

한진솔

어머니

가-14

김예슬

여

가-p14

성아연

어머니

부모면담 시기

2018년 7월
․
2019년
2월-3월
․
2019년
4월/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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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참여학

학생과의

생의 부모

관계

나-p1

나호진

어머니

남

나-p2

구나은

어머니

김용준

남

나-p3

이승주

어머니

나-4

권지환

남

나-p4

김하선

어머니

나-5

오희진

여

나-p5

박유영

어머니

나-6

전초롱

여

나-p6

윤경은

어머니

나-7

안세정

여

나-p7

하도연

어머니

나-8

장채연

여

나-p8

박연경

어머니

나-9

최재섭

남

나-p9

이세명

어머니

나-10

김선예

여

나-p10

백다영

어머니

나-11

허나영

여

나-p11

나승연

어머니

다-1

박민혁

남

다-p1

장현진

어머니

다-2

노준수

남

다-p2

진유미

어머니

다-3

손태민

남

다-p3

박효경

어머니

다-4

강원우

남

다-p4

박새롬

어머니

다-5

민준기

남

다-p5

진원희

어머니

다-6

정우석

남

다-p6

오은우

어머니

다-7

차소미

여

다-p7

문소영

어머니

다-8

박보나

여

다-p8

이태연

어머니

다-9

한은서

여

다-p9

남진선

어머니

다-10

김채영

여

다-p10

고혜령

어머니

다-11

양은솔

여

다-p11

채영신

어머니

다-12

최선아

여

다-p12

윤은애

어머니

다-13

김다정

여

다-p13

안자영

어머니

라-1

김예린

여

라-p1

김상우

어머니

라-p2

이유빈

어머니

라-p3

최아람

어머니

라-p4

곽혜원

어머니

라-p5

정이나

어머니

라-p6

하윤진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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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구참여학생

성별

나-1

황승규

남

나-2

유상호

나-3

라-2

윤형구

남

라-3

박소혜

여

라-4

주나래

여

라-5

정대현

남

라-6

홍태하

남

학생면담 시기

2018년 8월
․
2019년
2월-3월
․
2019년 6월

2018년
8월-9월
․
2019년 2월
․
2019년
7월-8월

2018년
8월-9월
․
2019년
1월-2월
․
2019년 6월

구분

부모면담 시기

2018년
6월-8월
․
2019년 4월

2018년
6월-7월
․
2019년
4월/7월

2018년 6월
․
2019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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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참여학

학생과의

생의 부모

관계

라-p7

서경아

어머니

남

라-p8

송수향

어머니

배유라

여

라-p9

허민서

어머니

라-10

남찬욱

남

라-p10

류난영

어머니

라-11

차민정

여

라-p11

채여정

어머니

라-12

송고은

여

라-p12

홍명희

어머니

구분

연구참여학생

성별

라-7

박경준

남

라-8

이영배

라-9

학생면담 시기

구분

부모면담 시기

<표 Ⅰ-4> 연구 참여자 현황: 교사
구분

성별

교사 가1

면담 시기

구분

성별

남

교사 다1

여

교사 가2

남

교사 다2

여

교사 가3

남

교사 다3

남

교사 다4

여

2018년
12월

교사 가4

여

교사 가5

남

교사 다5

여

교사 가6

남

교사 다6

여

교사 가7

여

교사 다7

여

교사 나1

여

교사 다8

여

교사 나2

여

교사 다9

여

교사 나3

남

교사 다10

여

교사 나4

여

교사 라1

남

교사 라2

여

교사 나5

남

교사 나6

여

교사 나7

여

교사 나8

여

교사 나9

남

2018년
12월

면담 시기

2018년
12월

2018년
12월

3) 이 보고서에 제시된 모든 연구 참여자 이름과 학교명은 가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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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면담 시기 및 방법

금년 4차년도 연구에서는 연구대상 학생들이 중학교 3학년이었던 2018년 3월부터
2019년 2월까지와 2019년 3월부터 8월까지 고등학교로 진학하여 적응하기까지의 과정

을 담고 있다. 이에 2018년 여름에 1차로 학생 대상 면담과 학부모 대상 면담을 실시하
였으며, 교사대상 면담은 2018년 12월에 실시하였다. 2019년에는 학생 대상 심층면담
2회, 학부모 대상 심층면담을 1회 실시하였다.

학생 면담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각 학생별로 개별적으로 연구자가 연락하여 약
속을 잡았으며, 중학교 3학년 여름방학에는 각 학교에서 개별면담을 실시하였다. 3학년
겨울방학에도 마찬가지로 각 학교에서 개별면담을 실시하였다. 고등학교로 진학한 후
2019년도에 실시한 면담은 가가중학교의 경우 졸업한 중학교에서 했으며, 나나중학교와

다다중학교는 연구자가 개별적으로 학생들과 별도의 공간에서 만나 개별면담을 실시하
였다. 라라중학교의 경우는 졸업한 중학교에서 공간을 허락하지 않아 면사무소 행정복지
센터의 한 공간에서 개별면담을 실시하였다. 교사 면담은 해당 학교에서 개별 면담으로
이루어졌으며, 학부모 면담은 학교 또는 학부모의 직장 근처 등에서 실시되었다.
면담은 반구조화된 질문지로 하였으며(부록 1: 면담지 참고), 본 연구도 지난 3년간의
연구와 동일하게 동일한 연구대상에 대하여 동일한 연구자가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3) 분석 방법

면담 자료는 모두 녹음하여 전사하였다. 연구진들은 면담 시 메모를 하고, 녹취록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코딩, 심층코딩을 하고, 주요 주제를 추출하였다. 1차 분석이 완료되
면 연구진 협의회를 통해 각 학교 사례를 서로 공유하고 분석을 발전시켜 나갔다.

다. 심리검사 실시
1) 목적

이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성장과정에서 학습, 정서 발달 수준을 확인하여 기초 연구 자
료로 삼는 동시에, 본 연구대상 학생들에게도 도움을 주기 위해 심리검사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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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사례 수가 워낙 적고 개인적 특성이 반영되어 있어 본 연구에서는 심리검사 분석
결과를 각 집단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자료로만 활용하고 별도의 장으로 제시하지는 않
았다.

2) 대상 및 방법

심리검사 실시 대상은 연구에 참여하는 심층면담 대상 학생 전원으로, 2019년 1월 28
일부터 2월 28일 사이에 개별면담 실시 후 개별적으로 실시하였다.
3) 검사 도구

본 연구를 포함하여 4년 간 수행되는 연구에서는 진로영역, 학습영역, 성격영역을 측
정하는 총 3종의 검사가 사용되었다. 그 중 성격영역의 검사는 연구대상 학생들이 2학년
일 때 실시하였으며, 본 4차년도 연구에서 사용한 심리검사는 진로영역에 대한 검사와
학습 영역에 대한 검사 2종이다. 이 검사는 연구대상 학생들이 1학년 재학 중일 때 1차
실시하였으며, 개별 학생에게 추이분석 결과를 제공하고자 3학년에 2차로 실시하였다.
사용한 검사명은 ‘MLST-Ⅱ 학습전략검사: 학생용 2019(MLST-Ⅱ: Multi-dimensional
Learning Strategy Test, 2nd)’와 ‘U&I 진로탐색검사: 학생용 2019’이며 학생들이 중학

교 2학년이었던 3차년도 연구에서 사용한 성격영역의 검사는 ‘TCI 기질 및 성격 검사:
학생용 2018(Junior 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 12-18)’이다. 이 검사들
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론적 배경에 제시하였다.
4) 분석 방법

심리검사 실시 결과는 각 개별 학생들의 응답지를 코딩한 후 결과로 도출된 T점수를
분석 데이터로 사용하였다. 먼저 개인별 점수 분석을 위해서 각 심리검사의 하위요인별
점수의 차이를 확인하고 질적 자료로 활용하였다. 둘째, 집단별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
고 1차년도에 실시한 검사 결과와 3차년도에 실시한 검사 결과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SPSS 21.0을 사용하여 비모수 평균 순위 차이 검증으로
Kruskal-Wallis 검정을 한 이후에 p <.05 수준에서 유의한 항목에 대하여 사후검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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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였다.

라. 기타
1) 전문가 협의회 운영

연구의 기본 방향에 대한 자문, 정책과제 도출 등 연구 전반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
하여 전문가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2) 정책포럼 개최
4년간의 연구결과에 대한 종단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본 연구를 통해 도출한 후속 연

구에 대한 시사점과 정책 과제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위해 2019년 11월 8일(금)에 관련
전문가, 학부모, 교사 등을 대상으로 제144차 KEDI 교육정책포럼을 개최하였다.

마. IRB 연구윤리 준수
본 연구는 IRB 심의대상 연구이며, 연구 특성상 연구대상 중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
하기 전에 면담을 실시해야 하는 관계로 2019년 1월에 IRB심의를 의뢰하였으며, 승인통
보를 받았다. 또한 연구윤리 준수를 위하여 최종 보고서 작성 후 연구윤리모니터링을 위
한 점검 절차를 가졌다.

4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진다.
첫째, 본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 참여자들의 특성에 따른 한계이다.
네 개 학교에 본 연구의 취지를 밝히고 네 개 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학생을 선정하였
으나, 사전에 연구 참여에 대하여 학부모와 함께 동의를 받고 수행하는 연구이니만큼 학
생들은 비교적 성실한 학생들이며, 학부모와 함께 연구에 참여하는 만큼 학생과 학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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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의 관계도 원만하다고 상상해볼 수 있다. 이에 연구 참여 학생들이 실제 네 개 집단
의 특성을 완벽히 대표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며, 연구 참여자의 다양성 확보는 이미 후보
로 선정된 면담대상 명단 안에서의 다양성일 수밖에 없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소득계층에 맞는 학생을 엄밀하게 선정하기 어려웠다.
둘째, 연구 초기에 고려하지 못했던 새로운 변수의 발생에 따른 한계이다.
연구 참여 학생들 중 한 명이 타 지방으로 전학가면서 면담대상에서 탈락하였고, 두
명의 학생은 해외로 유학을 가게 되었지만 계속해서 연구 참여 의사를 밝혀와 화상통화
를 통한 면담을 실시하였다. 이는 연구 초기에 미처 고려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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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전체 종단연구의 구성
1. 종단연구의 관점과 핵심 주제
2. 연구 설계

중학생의 성장과정 분석: 학교, 가정, 지역사회를 중심으로(Ⅳ)

Ⅱ

전체 종단연구의 구성4)

Ⅱ장에서는 본 연구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전체 종단연구를 관통하는 주제로서의 ‘성
장’ 개념과 ‘성장과정’을 포착하기 위한 하위 개념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제시한다. 또한
4년간의 연구 설계와 연구 사례 선정 기준과 공통 절차, 사례 학교의 일반적인 현황 등을

제시한다.

1

종단연구의 관점과 핵심 주제5)

가. 관통하는 주제로서의 ‘성장’ 개념 및 ‘성장과정’을 포착하기 위한 하위 개념
이 종단연구는 중학생의 ‘성장과정’에 관심을 두기 때문에 학교교육 뿐 아니라 일상에
서의 학습 경험에도 관심을 둔다. 학습에 대한 포괄적 정의를 내린 자비스(Jarvis, 2006:
8-26)에 따르면 학습이란 “전인(whole person) - 즉 몸(유전적, 신체적, 그리고 생물학

적)과 마음(지식, 기술, 태도, 가치, 정서, 신념, 지각) - 이 사회적 상황을 경험하고, 그
경험의 인식된 내용은 인지적･정서적, 혹은 실용적으로 전환되어, 사람의 개인적 전기
(biography)로 통합됨으로써 변화된 (또는 보다 경험 많은) 사람을 결과하는 것”이다
(Jarvis, 2006: 13). 이는 보다 포괄적인 용어로 학습을 재정의한 것으로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4) 본 연구는 4년 간 연차별 추진계획에 의거하여 수행되어온 종단연구로서, Ⅱ장에는 종단연구 전체 구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전체 종단연구의 핵심 주제와 연구 설계를 제시하였다. 이 부분은 1차년도 보고
서인 김경애 외(2016: 25-35, 39-53)의 내용을 발췌하여 일부 수정하여 제시한 것으로서, 이 부분은 2차
년도 보고서(김경애 외, 2017: 27-45)와 3차년도 보고서(김경애 외, 2018: 29-48)에서도 연구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시되었다.
5) 이 부분은 김경애 외(2016: 25-31), 김경애 외(2017: 27-34), 김경애 외(2018: 29-36)의 내용을 발췌하여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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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 학습을 통한 사람의 성장
* 출처: Jarvis(2006: 23).

이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학습을 통한 사람의 성장에 대해서 위의 정의를 참조하고자
한다. 사람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데 그 변화를 매개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구성
되는 경험(횡적 차원)이고, 이 가운데 개인적 전기가 변화된 것이 또 다음으로 이어지는
경험에 의해 다시 변화되는 과정(종적 차원)이 반복된다. 이러한 종적 및 횡적 차원을 구
체적으로 어떤 요소들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이론들을 결합하여 이 연구의
관점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그런데 이러한 성장의 개념이 매우 포괄적이기에 한정된 여건과 지면 안에서 성장과정
을 들여다본다고 할 때에는 조금 더 구체화된 현상 혹은 요소를 상정할 필요가 있다. 앞
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장’이 사회적으로 구성된 경험을 통해 개인의 전기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것이라면 경험의 재구성 과정이 바로 성장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경험
의 재구성 과정을 밝혀내는 것이 이 연구의 초점이 된다.
이때 ‘경험’은 적어도 성장 개념으로 보았을 때는 ‘교육적 경험’이어야 한다. 그런데
교육적 경험은 ‘상호작용의 원리’와 ‘계속성의 원리’를 속성으로 갖는다(Dewey, 2002:
140). 이러한 관점에서 이 연구에서는 경험의 상호작용성을 보기 위해서 핵심 주제로 ‘자

기 인식’과 ‘관계’를, 계속성을 보기 위해서 ‘진로’를 선정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 세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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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을 통해서 연구 참여 학생들의 경험의 재구성, 즉 성장과정을 드러내고자 한다.
이러한 세 가지 요소는 저소득층 학생들의 성장과정을 추적하는 질적 종단연구인 이지
혜 외(2014: 4)에서 이미 유사하게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
한 선행연구의 관점을 일부 변형하여 수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관점을 제시하기 위해
서 이지혜 외(2014: 4-7)에서 설명하고 있는 핵심 주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6). 먼저
이 연구에서 ‘관계’는 모든 경험이 상호작용성을 띠게 된다는 점에서 도출되었다. 자아와
교섭하는 환경을 같이 들여다볼 때, 환경은 포괄적인 것으로서 경험 주체와 상호작용하
는 직접적인 대상 모두가 해당된다. 한 사람을 둘러싼 경험의 맥락으로서의 환경은 자연
환경과 사회 환경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사회 환경 중에서도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관
계’는 주요한 환경이다.
두 번째 주제인 ‘자아’는 학생이 현재까지의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 온 경험체라고 설명
된다. 학습을 통해서 자신의 전기에 통합되어 만들어진 자아, 즉, ‘나’는 다시 그 다음의
경험을 하게 되고 이는 다시 개인의 전기에 통합되어 변화된 ‘나’를 만들어가게 된다는
것이다.
세 번째 주제로 삼은 ‘진로’는 경험의 속성 중 연속성을 겨냥한 것이다. 성장은 시간을
타고 이루어지기에 과거-현재-미래의 맥락 속에서 비로소 읽힐 수 있다. 학생 연구에서
이러한 시간성을 염두에 두면서 선택한 주제로 제시된 것이 바로 진로이다. 이 연구에서
는 학령기 청소년에게 현재 경험의 재구성 목적, 그리고 바라는 자신의 미래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개념으로 진로를 제시한 것이다.
본 연구는 이상의 관점을 차용하여 ‘관계’, ‘정체성(자기인식)’, ‘ 진로’를 연구의 초점으
로 삼고자 하였다. 이는 이지혜 외(2014) 연구의 ‘관계’, ‘자아’, ‘진로’ 중 ‘자아’를 ‘정체
성(자기인식)’으로 바꾼 것이다. 자아가 개념적으로 모호하고 폭넓어서 자신에 대한 개인
의 자기인식으로서의 ‘정체성’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중학생들이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표현을 가지고 정리하였다.
이러한 세 가지 주제를 매년 다루면서 변화를 추적할 수 있으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연구에 투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과 한계를 고려하여 매년 관련 자료를 수집하되
보고서에 담는 것은 연도별 하나의 주제에 집중하고 대신 마지막 연도의 보고서에서 그

6) 이하 세 가지 주제에 대한 설명은 이지혜 외(2014: 4-7)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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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름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종단연구의 성격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더불어 이 연구에서는 4차년도에 경험의 상호작용성의 측면을 사회의 측면으로 확장
하여 사회구조가 성장에 미치는 영향의 일면을 들여다보기 위한 시도를 하였다. 구체적
으로 중학교 교육정책이 학생들의 개인적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드러내어 그 의의를 찾
아보고자 하였다.

[그림 Ⅱ-2] 연차별 보고서 주제
* [ ] 속이 연차 표시

요컨대, 이 연구에서 ‘성장과정’을 드러내기 위해서 ‘경험의 재구성’ 과정을 보고자하
였으며 이 때 성장으로 이끄는 교육적 경험의 상호작용적･계속적 속성을 반영하여 학생
들이 ‘관계’, ‘정체성(자기인식)’, ‘진로’의 측면에서 어떤 양상 및 변화를 보이는지를 들여
다보고자 하였다. 세 측면에 대해서 매년 자료를 수집하되 보고서에는 연차별로 한 주제
씩을 담다가 마지막 해에 종합하면서 ‘진로’를 핵심 주제로 하여 시간의 흐름을 담으면서
‘관계’와 ‘정체성(자기인식)’ 측면까지 종합하여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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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횡적 관점: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세계
이러한 성장이 이루어지는 환경 혹은 학습 환경에 대해서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학교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 전반에서의 생활환경을 범위로 삼는다. 이에 대해서는 브론
펜브레너(Bronfenbrenner)의 생태체계이론(Bronfenbrenner, 1989)에서 제시한 환경을
참조할 수 있다. 그는 생태계를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 거시체계로 구분했는데 이
를 중학생을 위한 성장환경의 측면에서 해석하면 미시체계는 중학생들이 자신에게 영향
을 주는 개개인들과 직접적 접촉을 하는 상황들, 중간체계는 미시체계 간의 관계, 외체계
는 중학생들이 직접 참여하지 않지만 중학생이나 중학생들과 상호작용하는 성인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환경, 거시체계는 사회 속의 제도적 삶을 정의
내리고 조직화하기 위한 청사진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수준별 환경을 중학생들의 성
장을 위해 구성한다면 다음 <표 Ⅱ-1> 과 <표 Ⅱ-2>에서 제시한 예시들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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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 청소년의 생활세계 구성
영역*

예시

<미시체계>
중학생이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개개인들과 직접적 접촉을 하는
상황들

∙ 가족 관계 강화
∙ 학교의 취약집단에 대한 민감성 제고 및 맞춤형 운영
∙ 또래 관계 진작 가능한 공간 마련
∙ 지역사회 아동･청소년을 위한 공간과 기능 구축(교육, 돌봄, 문화, 진로 등)
∙ 학교에서 모든 학생의 눈높이에 맞는 참여형 수업 실현
∙ 다양한 소질을 개발할 수 있는 동아리 활성화
∙ 또래 멘토링, 또래 상담, 또래 협의체 등 운영 활성화
∙ 다양한 집단의 아동･청소년 간 교류 활성화(다문화, 탈북, 장애 등)
∙ 다양한 집단 출신 교사 할당제

<중간체계>
미시체계 간의 관계

∙ 학교급별 연계
∙ 학교에서 학부모와 의사소통할 수 있는 방식 구안
∙ 미시체계들 간의 연계를 담당하는 교육지원청의 허브 역할 강화
∙ 가정으로 찾아가는 돌봄과 교육 프로그램 확대
∙ 다양한 가족형태를 배려한 정책
∙ 각 단위별 협의 구조 구축 및 활성화
∙ 지역 내 청소년을 위한 네트워크 강화
∙ 저소득, 다문화, 탈북, 장애 등 취약집단별 특화된 기능들의 연계
∙ 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공간을 주민이 직접 운영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아동･청소년 교육을 위한 소액 기부 운동 활성화
∙ 주민의 기부, 후원체계 마련
∙ 시민역량 개발과정 마련
∙ 가족품앗이 활성화
∙ 공동육아나눔터

<외체계>
중학생이 직접 참여하지 않지만
중학생이나 중학생들과
상호작용하는 성인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환경

∙ 지자체에서 취약집단 아동･청소년의 정책 우선순위 예산 책정
∙ 학교운영위원회에 계층별, 직업별 할당제
∙ 학부모를 위한 직업훈련 체제 강화
∙ 다양한 집단별 특성을 고려한 의료, 보건, 주거 등 복지체제 점검 및 과제
도출
∙ 교육의 측면에서 대중매체 영향력 평가 및 활용방안 구안
∙ 학부모의 자녀교육 관여를 위한 배려
∙ 지역 교육네트워크의 현안 제기와 해결책 모색
∙ 정책 개발에 다양한 집단의 고른 참여 진작
∙ 사회 각 부문별 의사결정기구에 다양한 계층 참여 진작(직장평의회 등)

<거시체계>
사회 속의 제도적 삶을 정의
내리고 조직화하기 위한 청사진

∙ 교육정책 기조에서 모든 학생을 위한 질 높은 교육에 초점
∙ 공동체적 가치 확산
∙ 시민사회 역할 강화

*출처: 류방란 외(2013: 6)를 재구성
*영역 구분은 브론펜브레너의 생태체계이론(Bronfenbrenner, 1989)에서 제시한 구분을 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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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유사하게 성장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범주를 3개의 수준별로 나누어 살펴본 논의
가 있다(Raffo, 2009; Raffo et al., 2009, 2010). 이들의 연구는 빈곤과 교육 사이의 관
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기존 논의를 검토하는 분석틀로서 미시, 중시, 거시와 같이 세 가
지 수준을 제시하였다. 이때 미시적 수준은 개인과 가정을 범위로 한 것이며, 중시적 수
준은 친척, 지역사회, 이웃, 학교 또래집단과 같은 근접 사회적 맥락을 범위로 한다. 마지
막으로 거시적 수준은 보다 광범위한 사회구조, 전 지구적 사회･경제적 변화 그리고 이
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권력이나 불평등 등을 범위로 한다. 이러한 구분을 참조로 한다
면 중학생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미시, 중시, 거시적 수준으로 나눠서 볼 때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표 Ⅱ-2> 성장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수준

미시적

중시적

거시적

대상

개인과 가족

지역사회, 이웃,
학교, 또래집단

성장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발달심리학적, 생애 과정 차원의 개인/가족의 강점, 문제, 결함(심리적,
신체적, 행동적)
∙ 빈곤으로 인한 위험 요인과 보호 요인, 회복탄력성 등
∙ 정체성 형성
∙ 우월성과 낙인의 내면화 과정
∙ 가족관계의 특징
∙ 가족 자원
∙ 가족 내 양육방식과 양육 철학
∙ 지역별 계층화 및 차이(사회적, 문화적 자본의 차이)
∙ 지역사회 인프라 차이
∙ 지역별 학교의 특징과 차이
∙ 학교 커리큘럼이 집단별로 미치는 영향
∙ 학교 거버넌스의 차별(특정 집단에 유리한가?)
∙ 교사-학생관계(집단별로 차이가 있는가?)
∙ 학교선택제의 영향
∙ 특정 학교와 지역이 분리되고 격리되는 기제

∙ 전지구화로 인한 사회 경제의 재구조화
국가 및 지방 경제,
∙ 사회･경제적 구조가 교육기회와 교육결과를 결정하게 되는 과정 및 기제
사회 구조, 교육 체제
∙ 교육정책이 교육과 학습경험에 있어서의 유･불리를 일으키는 과정

*출처: 김경애(2016: 8)를 재구성

이러한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세계에 대한 생태계적 관점으로 이 연구에서는 필요
한 자료의 영역을 설정하고 질문으로 구체화하여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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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종적 관점: 생애과정적 접근(life course theory)
이 연구에서 종단적으로 중학생의 성장과정을 추적하면서 바라보는 기본적인 관점은
생애과정이론을 따르고자 하였다. 생애과정이론은 사람의 삶에 대해서 들여다볼 때 역사
적, 생애사적 맥락을 반영하고자 하는 모형이다. 이 관점의 기본적인 관심은 “어떻게 삶
이 사회적으로 구성되는지”를 밝히는 데 있다(Elder Jr, Johnson, & Crosnoe, 2003: 8).
개인과 집단은 사회에서 특정 궤적을 그려가게 되는데 이러한 ‘사회적 경로(social
pathway)’는 역사적으로 혹은 사회 제도에 의해서 구조화된다(Elder Jr, Johnson, &
Crosnoe, 2003: 8). 개인이 경로를 선택해 가지만 이러한 선택 가능한 경로 혹은 선택지

는 사회제도와 문화에 의해서 제한된다.
이 모형이 갖는 패러다임의 특징은 다음의 5가지 원리로 설명된다(Elder Jr, Johnson,
& Crosnoe, 2003: 10-14). 첫째는 생애 지속 발달의 원리로서 인간의 발달은 생애가

지속되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둘째는 행위 주체성의 원리로서 개인은 역사와 사회 환경
의 기회와 제약들 가운데에서 선택과 행위를 통해서 생애과정을 구성해간다는 것이다.
셋째는 시간과 장소의 원리로서 개인의 생애과정은 그들의 일생이 거쳐 가는 역사적 시
간과 장소에 의해 영향을 받아 형성된다는 것이다. 넷째는 시간적 조화(timing)로서 생애
이행, 사건, 행동 패턴 등 발달의 시각에서 볼 수 있는 선행사건과 그 결과는 개인의 삶에
서 타이밍에 따라 매우 달라진다는 점이다. 다섯째는 연결된 삶들의 원리로서 삶은 관계
속에서 영위되는 것이고 사회역사적 영향은 이러한 관계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드러난다
는 것이다.
학문적으로 생애과정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게 된 역사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20
세기에 들어와 거대한 사회적, 지적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선도적인 종단연구가 실행되는
과정에서 사춘기 청소년과 성인의 발달은 기존의 아동을 보던 모델로는 추적될 수 없다
는 것이 인식되었다(Elder Jr, Johnson, & Crosnoe, 2003: 4).
이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삶을 시간적 연속선상에서 보면서 이를 대인관계, 사회, 역사
적 측면과 연관시켜 보기 위해서 생애과정이론의 관점을 채택하였다. 즉 시간성과 공간
성이라는 매트릭스 위에서 개인이 변화해가는 과정을 다양한 요소들의 관련성 속에서 파
악하고자 하였다. 동일 학년과 연령대의 집단을 상정한 것은 역사적인 맥락에서 이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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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해주었다. 더 나아가 생애과정을 특별히 사회적 역할과 연결한
개념이 ‘진로’라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중학생이 졸업하여 고등학
교나 취업 등 다음의 단계로 이행하는 과정을 들여다볼 때에도 이 관점은 유용할 것이라
생각되었다.

2

연구 설계7)

가. 연구 설계: 질적 사례연구
매해 각 학년도별 학생의 경험을 포괄적으로 다루어 시기별 성장과정을 추적하면서 동
시에 별도의 연도별 핵심 주제를 보고서에 담고자 하였다. 당해 연도 핵심 질문은 그 연
도에 중학생이 겪는 경험을 성장에 비추어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밑그림을
그리는 1차년도에 이 시기의 특성을 담기 위한 주제는 연구 참여자들의 생애사를 통해서
현 시점에 이들이 학습자로서 갖는 특징이다. 그리고 핵심주제는 향후 이 연구를 진행하
기 위한 종단적 연구 설계이다. 2차년도에 이 시기의 특성을 담기 위한 주제는 중학교
1학년 교육적 경험의 특성이고 핵심 주제는 관계이다. 3차년도에 이 시기의 특성을 담기

위한 주제는 중학교 2학년 교육적 경험의 특성이고 핵심 주제는 정체성(자기인식)이다.
마지막으로 4차년도에 이 시기의 특성을 담기 위한 주제는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진
학 단계 교육적 경험의 특성과 데이터로 드러나는 이들의 특징 및 이유이고 핵심 주제는
진로이다. 그리고 4차년도에는 종단연구 전체를 종합하면서 일부 거시적 분석도 곁들이
고자 하였다.
요컨대, 이 연구가 질적 종단연구의 틀을 가지고 매해 질적 사례연구로 진행되지만 1
차년도에는 그 시기까지의 성장과정을 회고적 진술을 통한 생애사적 접근으로 담고, 2차
년도와 3차년도에는 각 연도별 학생들이 겪는 경험을 담으면서 성장과정에서 중요한 주
제라고 생각되는 핵심 주제 하나씩을 담는 횡단적 접근을 하며, 마지막 4차년도에 그동

7) 이 부분은 1차년도 보고서인 김경애 외(2016: 32, 25-35, 39-58)의 내용을 발췌하여 일부 수정하여 제시
한 것으로서, 이 부분의 일부는 2차년도 보고서(김경애 외, 2017: 27-45)와 3차년도 보고서(김경애 외,
2018: 29-48)에서도 연구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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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중학교 시기를 겪으면서 이루어진 경험의 변화를 담으면서 특별히 진로를 중심으로
관계와 정체성을 포괄하여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시간의 흐름을 따라 서술하는 종단적
접근을 하고자 하였다. 결국 1차년도는 전체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로서, 2차년도와 3차
년도 연구는 마지막 해 종단적 분석과 해석을 위한 시기별 자료로서의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다.
한편 매년 겨울에는 이 연구 참여자들에 대한 이해의 깊이를 더하고자 심리검사를 3회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심리검사는 MLST-Ⅱ 학습전략검사, U&I 진로탐색 검
사, TCI 기질 및 성격 검사(청소년용)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심리검사 결과를 4
차년도 연구에서 활용하여 연구 참여자들이 표준적인 경향성에 비추어 보아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확인하며, 질적 면담자료로부터 도출된 결과와 비교하면서 질적 해석을 풍성하
게 해줄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하였다. 학부모가 원할 경우 검사를 시행한 전문가가 학부모
를 만나 검사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하고 해석해주었다. 이 부분은 학부모와 학생들
이 이 연구에 참여할 때 하나의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서비스 차원에서 진행하였다.
4년간 자료수집의 과정에서 주된 자료 수집 방식은 심층면담으로서 주로 개별면담을

실시하였다. 개별 심층면담은 중학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핵심 참여자
인 학생과는 대체적으로 6개월 정도의 간격을 두고 면담을 실시하였다. 자료수집 단계와
분석 단계를 선형적으로 배치하기보다는 순환적으로 실시하였다. 즉, 자료에서 주제를
찾고 다시 주제를 설명할 수 있는 개념적 범주를 추출하면서 다음 면담을 실시하는 순환
적 과정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드러나는 패턴과 의미를 도출하였다. 학생이 주 참여자이
지만 학생 면담의 보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1년에 1회, 학부모와 교사 면담도 지속
적으로 실시하였다. 학부모에게는 자녀의 성장과정에 대해서 곁에서 살펴보면서 느낀 것
들을, 교사에게는 교사가 본 학생의 특성에 대해서 질문한다. 면담 시에는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준비하여 최대한 편안한 상태에서 연구 참여자가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서 필요한 시점에서 듣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 질문을 곁들였다.
이상의 설계를 바탕으로 연구 진행과정에서 수집한 데이터의 영역과 주요 내용은 다음
<표 Ⅱ-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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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3> 현장에서 수집할 데이터 영역과 주요 내용(종단적)
영역

주요 내용

개인

취미, 성격, 외모, 고민, 자아관, 용돈, 학업기대, 진로포부, 진로준비, 부러운 삶, 일과표(일주일
간, 학기중/방학), 언어사용의 특징, 중학생됨의 의미, 학업의 의미, 성장의 의미 등

가족
배경

가족구성, 부모직업, 형제자매 특이점, 친척관계 특이점, 연간수입, 주거형태, 가족학력, 부모의
자녀에 대한 학업기대, 부모의 자녀에 대한 진로포부, 인생관, 자녀양육/교육관, 부모-자녀관계,
형제관계, 가정에서의 학습(교과/삶의 역량), 가족 내에서의 역할(살림 등), 자녀 생활에의 개입,
가족가치, 자녀교육에서 가정이 관할하는 범위와 타 기관에 맡기는 범위, 부모로서의 역할의
특징 등

학교

성적, 교우관계, 교사와의 관계, 교과과목(선호, 비선호), 수업참여, 학교생활만족도, 동아리, 방과
후 활동, 기타 삶의 역량 획득 기회 등

(지역)사회

학원, 동네 특징, 종교기관, 공공시설, 지역 평균 부동산가격, 기타 삶의 역량 획득 기회, 디지털
세계에서의 활동과 관계 등

가정-학교지역 연계

각각 자신의 역할과 상대의 역할에 대한 인식, 자녀교육 주도권의 위치, 가정-학교/가정-지역사회
/학교-지역사회 간 관계 특징, 가족의 사회적 관계, 학교/가정/지역에서 학생의 다른 모습 등

거시적 영향

자유학기제, 입시제도, 특별적용제도, 사회 사건 영향 등

기타

생애사건 등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종단적 데이터의 질적 분석을 위해 살다나
(Saldana, 2003: 63-64)가 제시한 질문들을 염두에 두었다. 우선 매년 연구의 기본 틀을

구성하는 단계에서는 다음의 질문들(Saldana, 2003: 63)을 제기하였다.
1) 수집된 자료는 그 전후에 수집된 자료와 어떤 점에서 다른가?
2) 변화는 언제 일어나는가?
3) 참여자의 변화에 영향을 준 맥락적인 조건이나 개입된 조건은 무엇인가?
4)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타나는 참여자 변화의 역동성은 무엇인가?
5) 데이터 분석 과정에서 참여자의 변화에 대해 어떤 예상을 할 수 있는가?(가정, 발견

점, 결과, 결론, 해석, 이론 등)
다음으로 데이터로부터 기술적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는 다음의 질문들(Saldana,
2003: 64)을 제기하였다.
1) 시간이 지나면서 무엇이 증가하거나 생성되는가?
2) 시간이 지나면서 무엇이 축적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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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떤 중요한 계기나 사건이 나타나는가?
4) 시간이 흐르면서 무엇이 줄어들거나 중단되는가?
5) 시간이 흘러도 유지되거나 지속되는 것은 무엇인가?
6) 시간이 지나면서 나타나는 독특한 특성은 무엇인가?
7)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없어지거나 잃는 것은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획득한 기술적 정보를 분석과 해석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다음의 질문들
(Saldana, 2003: 64)을 제기하였다.
1)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 어떤 변화들이 상호 관련되는가?
2) 어떤 변화가 자연적인 인간 성장이나 사회적 과정과 모순되거나 조화를 이루는가?
3) 참여자 또는 주요 개념은 어떤 단계 혹은 국면에 있는가?
4) 이 연구를 관통하는 주제는 무엇인가?

나. 연구 사례8)
1) 사례 선정의 기준과 공통 절차

연구 참여자 선정을 위해서 먼저 중산층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의 기준을 설정하였다. 중산층의 정의는 물질적인 영역과 정신적인 영역을 동시에 고려
할 수 있다9). 하지만 정신적인 측면을 기준으로 삼아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는 데에는
모호함이 있기에 이 연구에서는 한국 통계청의 중산층 기준이면서 OECD의 기준이기도
한 소득을 기준으로 삼았다. 즉 중위소득 50~150%를 중산층으로 보았다. 소득이 이보다
높은 층을 고소득층, 이보다 낮은 층을 저소득층으로 분류하였다. 그런데 중산층의 폭이
과도하게 넓어 중산층에 겨우 편입된 가정은 저소득층과 소득에서 별로 차이가 나지 않
는다. 일례로 중산층에 겨우 편입되는 경계선에 있는 가정은 정부로부터 교육급여를 받

8) 이 부분은 김경애 외(2016: 39-42; 51-53), 김경애 외(2017: 40-45), 김경애 외(2018: 43-48)에서 발췌․
수정하여 제시한 것이며, 각 사례 학교가 속한 지역별 상황과 특성은 1차년도 보고서(김경애 외, 2016:
53-58)를 참조하기 바란다.
9) 예를 들면 소득 외 문화･사회적 기준으로 1개 이상의 외국어 구사능력, 스포츠 활동, 악기 연주 능력,
약자를 위한 봉사활동, 내가 만들 수 있는 나만의 별미음식 등으로 정의(프랑스 퐁피두 정부)하거나 페어
플레이 정신, 신념 소유, 약자를 두둔하고 강자에 대응, 불의와 불평, 불법에 대처하는 사람 등으로 정의
(영국 옥스퍼드)하는 경우도 있다(이윤학 외, 201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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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대상이 된다. 구체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해 2016년 기준,
중위소득 50%까지는 교육급여를 지급하며, 주거급여는 43%, 의료급여는 40%, 생계급여
는 29%까지 지급한다(보건복지부, 2015: 2).
이에 이 연구에서는 각 집단의 특성을 대표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중산층의 폭을 줄임
으로써 집단 간 폭을 넓히고자 하였다. 즉 중산층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
록 중위소득 75~125% 범위에 들어가는 가정의 학생을 중산층 집단에 속하는 연구 참여
자로 보고, 저소득층은 중위소득의 50% 이하, 고소득층은 중위소득 150% 이상으로 정
하였다.
<표 Ⅱ-4> 2016년 중위소득에 의한 중산층 범위
(단위: 원)
중산층
중위소득 50%
중위소득 150%

저소득층
중위소득 50%

고소득층
중위소득 150%

가구수

중위소득

1인가구

1,624,831

812,416

2,437,247

812,416

2,437,247

2인가구

2,766,603

1,383,302

4,149,905

1,383,302

4,149,905

3인가구

3,579,019

1,789,510

5,368,529

1,789,510

5,368,529

4인가구

4,391,434

2,195,717

6,587,151

2,195,717

6,587,151

*출처: 보건복지부(2015) 자료를 참조하여 재구성

<표 Ⅱ-5> 1차 집단 분류 기준
중위소득

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

(원)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0~150%

중위소득 150% 이상

2인가구

2,766,603

140만원 이하

140~410만원

410만원 이상

3인가구

3,579,019

180만원 이하

180~540만원

540만원 이상

4인가구

4,391,434

220만원 이하

220~660만원

660만원 이상

가구수

<표 Ⅱ-6> 이 연구에 적용한 집단 분류 기준
중위소득

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

(원)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75~125%

중위소득 150% 이상

2인가구

2,766,603

140만원 이하

210~350만원

410만원 이상

3인가구

3,579,019

180만원 이하

270~450만원

540만원 이상

4인가구

4,391,434

220만원 이하

330~550만원

660만원 이상

가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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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집단별 구분 기준을 가지고 이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비교하고자 하는 집단인
도시 저소득층, 도시 중산층, 도시 고소득층, 읍면 지역을 비교적 대표할 수 있는 중학교
를 찾고자 하였다. 계층이나 지역성을 드러내줄 수 있는 학생이 주로 밀집한 학교를 먼저
선정하려 한 것이다.
도시는 서울특별시로 정했으며 서울특별시 내 중학교 명단을 놓고 이 중에서 법정저소
득층 비율을 참조하여 고소득층, 중산층, 저소득층이 밀집해 있을 만한 학교들 명단을
만들었다. 읍면 지역 집단으로는 지역성의 차이를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읍면 지역
중에서도 면 소재 학교들로 후보학교 명단을 만들었다. 우선 D지역 도교육청과 교육지원
청의 장학사들에게 연락하여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적합한 학교를 추천받았다.
이후 이상의 후보 학교들의 교장 선생님들을 모시고 여러 차례 전문가협의회를 개최하
면서 각 학교의 세부 상황을 청취하고, 중학생 성장과정에 대한 연구에서의 초점과 유의
점에 대한 자문을 받았다. 이 기회를 통해서 연구진들은 각 학교의 특성과 상황, 그리고
해당 학교 학생들의 특성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고 참여한 학교장들은 연
구의 취지와 의의를 이해하고 현장연구로 진행될 과정에 대해서 예상할 수 있었다.
전문가협의회 후 연구진들은 객관적인 자료들로 알 수 없었던 학교의 상황들에 대한
설명을 토대로 이 연구에서 필요로 하는 집단을 대표하기에 가장 적합한 학교이면서 섭
외가 가능할 학교들을 선택했다. 그리고 각 학교에 연락하여 먼저 학교장의 허락과 교사
들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섭외한 학교에 가서 1학년 전체 담임교
사들에게 연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동의를 구했으나 결국 협조하기 어렵겠다는 답변을
듣기도 했다. 이런 경우 다음 후보 학교에 찾아가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밟았다.
이후 4개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이루어진 절차는 다음과 같다. 우선 학교 교사들, 주로
1학년 담임교사들에게 연구에 대해서 설명하고 연구 참여 동의를 얻은 후 연구 참여 학

생 모집을 위한 가정통신문을 각 가정에 보냈다. 연구 참여에 동의한다는 답변을 보내준
학생들의 명단을 놓고 학교별로 1학년 담임교사들로부터 이 연구에서 설정한 집단의 연
구 참여자로서 적합한 학생들을 추천받았다. 담임교사들과 연구 참여자 선정 시 참조한
기준은 가정의 소득수준과 성별 비율이었으며 이에 되도록 다양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
는 학생들을 추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런데 일차적으로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이 연
구에의 참여를 동의해준 학생과 학부모 중에서 다시 연구 참여자를 선정한 것이기에 실
제 연구 참여자의 다양성 확보는 이미 걸러진 명단 안에서의 다양성일 수밖에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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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를 갖는다. 또한 각각의 계층이나 지역성을 가진 지역의 학교를 먼저 선정하고 그
학교 학생 집단을 하나의 사례로 정했지만 사실상 각 학교에는 다양한 계층의 학생들이
섞여 있을 수 있으며 중학교에서 각 가정의 구체적인 소득 수준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도 있기에 연구 참여 학생이 각각 집단별 대표성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
어 저소득층이 밀집한 지역에 있는 학교이지만 재학생 중에 중산층이나 고소득층이 있을
수 있으며, 고소득층 밀집지역의 학교 재학생 중에도 일부 저소득층 학생이 있을 수 있
다. 이 부분은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엄밀하게 걸러내기 어려웠다. 따라서 면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일상생활에 대한 설명으로 유추해 볼 때, 특히 저소
득층 밀집지역 학교인 가가중학교 연구 참여 학생 가정의 경제적인 수준에 대한 스펙트
럼은 상당히 넓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였다. 이에 가가중학교의 경우 학생과 학부모의 면
담 결과 중에서 가가중학교 학생들의 대체적인 경향성을 보여주는 자료에 집중하고 교사
들의 학생 전반에 대한 설명도 비중 있게 다루었다.

2) 사례 학교의 일반적인 현황

이 연구에서 비교하고자 하는 집단은 도시 저소득층 밀집 지역의 학교 학생, 도시 중
산층 밀집 지역의 학교 학생, 도시 고소득층 밀집 지역의 학교 학생, 면 지역의 학교 학
생이다. 이러한 학생들의 집단으로 볼 수 있는 4개 사례 학교에 대해서 개괄적인 정보
를 살펴보면 다음 <표 Ⅱ-7>과 같다. 해당 학교 학생들의 가정 소득수준과 학업수준을
대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차상위계층 학생 비율과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을 포함시
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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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7> 사례 학교의 일반 현황
전체 학생수10)

차상위계층

기초학력

(1학년 학생수)

학생수11)

미달학생12)

서울 A구

약 400명
(약 120명)

약 40명
(10%)

국어 6%
수학 5%
영어 8%

나나중학교

서울 B구

약 1,000명
(약 360명)

약 20명
(2%)

국어 6%
수학 4%
영어 5%

도시 고소득층

다다중학교

서울 C구

약 1,000명
(약 350명)

2~3명 정도
(0%)

국어 0%
수학 1%
영어 1%

면 지역

라라중학교

D군

약 130명
(약 40명)

약 20명
(14%)

국어 0%
수학 7%
영어 6%

집단 분류

학교명

위치

도시 저소득층

가가중학교

도시 중산층

학생 수 측면에서 나나중학교(서울 B구)와 다다중학교(서울 C구)는 전체 학생 수가 1
천명이 넘고 1학년 학생 수가 3백 명 이상인 대규모13) 학교이며, 가가중학교는 전교생이
400명 정도이고 1학년 학생 수가 120명 정도인 중규모 학교이다. 면 소재 라라중학교는

전체 학생수가 130명 정도, 1학년 학생수가 40명 정도인 소규모 학교이다.
다음으로 학교 학생들의 가정 소득수준을 비교하기 위해 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
포함) 학생 비율을 조사하였다. 보건복지부의 기준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만을 학교 교사에게 문의하여 자료를 회신받았다. 이 자료에 의하면 다다중학교에는 차
상위계층 학생이 거의 없었다. 나나중학교에는 차상위계층 학생이 2%, 가가중학교에는
10%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가중학교는 차상위계층 이외에 한부모 가정 학생과

학교에서 저소득층으로 분류한 학생을 포함한 교육복지 대상자가 전교생의 20%인 80여
명에 달했다.

10) 학생 수는 2016년 4월 기준으로 각 학교의 교육 계획 및 학교 요람에서 발췌하였다.
11) 차상위 학생의 비율은 각 학교의 학교장 및 연구담당 교사에게 문의하였으며,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하
여 산출하였다.
12) 국가학업성취도평가 기초학력미달 학생 비율(2015년 11월 공시 자료)은 학교알리미
(http://www.schoolinfo.go.kr)에서 2016년 5월 20일 인출하였다.
13) 학교 규모를 대규모, 중규모, 소규모로 구분하는 일관된 기준은 찾아보기 어려운데, 이 부분에서는 자유
학기제 연구학교 컨설팅에서의 분류 기준을 차용하여 대규모 학교(한 학년 평균 8학급 이상), 중규모
학교(한 학년 평균 4~7학급), 소규모 학교(한 학년 평균 1~3학급)로 구분하였다(최상덕 외, 201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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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매년 6월에 실시했는데, 이 연
구사례 집단의 학교별 학업성취 수준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게 해주는 자료로서 살펴
보면, 다다중학교는 기초학력 미달학생이 국어, 영어, 수학 모두에서 1% 미만으로 나타
났다. 가가중학교와 나나중학교를 비교하면 국어는 기초학력 미달학생이 모두 6% 정도
로 비슷했지만, 수학과 영어 과목은 나나중학교의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이 가가중학교
보다 낮았다. 라라중학교는 국어 과목의 경우 기초학력 미달학생이 전혀 없었으나, 수학
은 7%로 나나중학교와 가가중학교에 비해 그 비율이 높았다. 라라중학교의 영어 기초학
력 미달학생 비율은 6%였는데, 나나중학교보다는 높고 가가중학교보다는 낮은 수치였
다.
다음으로 학교 구성원과 주변 환경 등 학교의 배경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이 내용은 연구진의 학교 방문 경험, 연구진행 과정에서 교사와의 면담을 통
해 수집한 자료, 학교 현황 등 문서자료 등을 요약하여 재구성하였다. 다만, 학교의 정보
가 직접적으로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는 기술내용에서 제외하였고, 주요 건물명과 지
하철역명 등은 익명 처리하였다.
<표 Ⅱ-8> 학교 주변 환경 및 구성원 특성
집단 분류

도시
저소득층

학교명
(소속 지역)

가가중학교
(서울 A구)

도시
중산층

나나중학교
(서울 B구)

도시
고소득층

다다중학교
(서울 C구)

학교 주변 환경 및 구성원 특성
가가중학교는 □□역에서 15~20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에 위치해 있다. 가가중학교의 경우 최근 수년 동안 급격하게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었는데, 이러한 현상은 가가중학교 인근 지역의 학령인구가 급속하게
감소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가가중학교는 교육복지지원 대상 학생들의 수가 많으며, 이에 따라 방과후 수강권
등 외부의 교육복지 지원이 많은 편이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공부에 대한 열정이
약한 편이라고 평가했지만 최근 2년 동안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 수가 줄어들어
학생 생활교육은 용이하다고 설명했다.
나나중학교는 □□역에서 10~15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각종 쇼핑몰 및 대단지
아파트로 둘러싸여 있다.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도보로 이동이 용이한 거리에 잘
정비된 하천이 위치해 있어 생활환경이 우수한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학부모의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과 향상심이 높은 편이고, 학부모 직업으로는 대
기업 등에 다니는 회사원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학부모들은 스스로 사회적으로 어
느 정도 성공한 것으로 여기면서 자부심을 갖고 있다.
다다중학교는 □□역에서 5~10분 거리로서 역세권에 위치해 있다. 인근에 사교육
시장이 발달해 있지만 학교는 비교적 조용하고 아늑한 편이다.
학생들은 학력 수준과 학습 의욕이 높고 경쟁의식이 강한 편이며 전반적으로 사교
육 의존도가 높다. 학부모들은 전문직 종사자가 많고 자녀 교육에 열의가 높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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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분류

학교명
(소속 지역)

학교 주변 환경 및 구성원 특성
전반적으로 고소득층으로서 생활수준이 비슷하다.

면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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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라중학교
(D군)

라라중학교는 D군에 위치해 있으며, 학교는 앞면의 논밭과 후면의 산으로 둘러싸
여 있다. 북쪽으로 읍내가 있고, 남쪽으로 □□농공단지가 있다.
교사들은 이 학교 학생들이 학업에 대한 경쟁의식과 열의는 적은 편이지만 행복감
을 느끼면서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교육부의 농어촌 거점 우수중학교
로 선정되어 3년간 11억원을 지원받고 있었기 때문에 통학 택시비 지원, 저녁식
사 지원, 오케스트라 교육지원 등 학생 개개인에 대한 공적 교육비 지원은 도시의
학교들보다 월등하게 많은 편이다. 학부모들은 농업 종사자는 드물고, 인근 농공단
지에서 일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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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이론적 배경

Ⅲ장에서는 4차년도 연구 주제인 중학교 3학년의 생활과 진로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제시한다. 먼저 중학생의 심리적 특성과 진로에 대하여 살펴보고 특히 중학교 3학년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본다. 또한 노무현 정부부터 현 정부까지 중학생 대상
교육정책에 대하여 알아보고 연구 참여 학생들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위해 실시한
심리검사 내용에 대하여도 간략하게 제시한다.

1

중학생의 심리적 특성과 진로

본 연구는 ‘중학생의 성장과정 분석: 학교, 가정, 지역사회를 중심으로’의 4차년도 연
구로서 이전의 3개년도 연구와의 연결성을 지님과 동시에 본 연구만의 독립적인 연구
영역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들은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로
진학하게 되는 학교급의 전환기를 경험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시기적 특성
을 고려하여 중학생의 성장과정을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 분석함으로써 이전의 3개년
도의 연구 결과의 도출과 해석에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초기 청소년
기를 지나 중기 청소년기로 본격적으로 진입하는 학습자들의 삶의 미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진로를 구체적이고 다각적인 측면에서 탐색하고자 한다.
이처럼 청소년기 학습자의 성장과정과 진로에 대한 유기적인 관계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중학생 학습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며, 향후 중학생 학습자의 진로
설정과 관련한 국가 수준의 실제적인 정책 방향의 제시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가. 중학생의 신체적, 인지적, 정의적 특성
중학생 학습자의 발달적 특성은 다음과 같이 신체적, 인지적, 정의적 영역의 세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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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에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중학생 시기에 학습자는 급격한 신체적 변화를 경험한다. 이전의 발달 속도와는
달리 굉장히 빠르게 신장이 증가하고 성인의 모습에 가까운 이차성징이 나타난다. 서정
석․조주연․이영식(1999: 212)는 청소년기 학습자의 이차성징은 생물학적인 측면에서 시
상하부, 뇌하수체, 부신과 성선축의 성숙으로 사춘기가 시작되고 증가한 성호르몬이 이
차성징을 가속화하는 과정으로 설명하였다. 김기학․정진국․이진훈(1999: 62) 역시 아동기
에서 청년기 사이의 청소년기 학습자의 신체적 발육발달 경향을 호르몬의 변화에 근거하
여 설명하였다. 특히 여성 청소년의 경우 뇌하수체 호르몬의 일종인 성장 호르몬의 분비
가 왕성해지면서 호르몬 작용에 의한 칼슘, 칼륨, 인, 나트륨등의 체내축적이 촉진되어
뼈의 길이와 두께가 증대되는 경향을 보인다. 한편 이와 유사한 시기에 여성 호르몬의
분비도 활발해져 초경이 나타나며 초경 발현의 1년 정도 사이에 신장의 최대 발육이 이
루어진다. 초경은 개인의 체내에 여성호르몬의 분비가 여성의 특징을 나타내는데 있어
충분한 수준에 도달하였음을 알리는 신호로 신장 발육의 속도는 급격하게 저하한다.
둘째, 중학생 학습자는 추상적이며 가설연역적인 사고와 같은 형식적인 인지적 조작이
활발해진다. 인지적 조작은 실제적이며 가시적이고 물리적인 변화가 없이도 인지적 개념
을 통하여 추상적인 사고가 유연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임규혁․임웅(1996:
52-56)은 피아제(Piaget)의 인지발달을 근거로 학습자의 인지발달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피아제(Piaget)는 학습자의 인지발달을 연령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본 연구의 주요 대상
인 청소년기는 형식적 조작기(formal operation stage)에 해당한다. 형식적 조작기의 이
전 단계인 감각운동기의 학습자는 모방을 통한 학습의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성장, 발달
해나가면서 전조작기와 구체적 조작기를 거치게 되고 이로 인하여 직관적인 사고 및 비
가역적 사고 단계를 거쳐 점차 논리적 사고를 발전시킬 수 있게 된다. 이런 단계를 거쳐
학습자가 형식적 조작기에 이르게 되면 비현실적인 상황에 대한 논리적인 추론이 가능하
게 되고 추상적인 문제에 대한 체계적 사고와 결과의 일반화 역시 가능하게 된다. 청소년
기 학습자는 이와 같은 사고의 확장과 인지능력의 향상으로 학업적, 사회적 상황에서의
문제 해결을 경험하게 된다. 양난미․박현주․이동귀(2014: 15-16)은 청소년기 학습자는 인
지적 능력이 증가함에 따라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하는 등의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이전보
다 더욱 빈번하게 하게 되어 청소년기 학습자의 주변인과의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고 설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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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청소년기 학습자는 학업에 대한 태도, 동기, 흥미를 포함하고 있는 정의적 영역
에서도 발달적인 특성을 지닌다. 구체적인 예로 김아영(2008: 126-127)은 한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학습자들이 자신에 능력에 대한 믿음이자 추후 과제 성공 가능성
에 대한 주관적인 생각인 유능감과 자기효능감이 초등학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다가 중
학교로 진학하게 되면서 급격하게 저하된다고 하였다. 연구자는 그 이유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한 이후의 학습자들이 경험하는 학습 상황에서의 경쟁의 증가, 상대평가,
학급 규모의 확장으로 인한 교사의 개별적 지도 감소와 사회·심리적 환경의 변화 등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흥미 증진을 위한 자
율적인 학습 환경의 조성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와 함께 청소년기 학
습자는 자신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자아개념이 증가하고 자아정체성을 형성하게 되기 때
문에 학습자 자신의 고유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학습 과정에서의 선택권 제공의 중요
성을 강조하였다.
최근에는 이와 같은 청소년기 학습자의 발달적, 특성을 신경과학적인 측면에서 설명하
고자 하는 연구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고그테이(Gogtay) 외(2004,
8175-8176)는 13명의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최소 8년에서 10년에 이르는 기간에 걸

쳐 2년에 한 번씩 뇌구조의 변화를 촬영하는 종단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일차적인
감각운동에 관여하는 뇌 영역부터 피질의 부피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뇌 성숙이 이루어지
고 있음을 밝혀냈다. 아울러 고차적인 인지능력, 가치판단과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뇌 영
역은 조금 더 천천히 두정엽(parietal lobe)으로부터 전두엽(frontal lobe) 방향으로 성숙
이 진행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전두엽이 인간의 인지와 사고에 관계하는 고등 인지 영역
임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뇌의 성숙양상은 피아제(Piaget)의 인지발달이론과도 연계하
여 청소년기 학습자의 발달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아울러 개인의 뇌 발달뿐
만 아니라 개인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의 뇌 발달 양상을 고려하는 연구들도 등장하고
있다. 조수현(2017: 268)은 개인의 뇌구조와 인지적 능력과의 관계는 개인의 연령, 성별
및 기타 특성에 의해 변화할 수 있으며 특히 언어, 기억, 사회·정서기능, 인지적 통제 기
능과 관련된 뇌 영역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의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김성일(2013: 29, 52)에 따르면 뇌 과학적 관점에서 청소년기의 뇌는 개인의 동기 작
용에 관여하는 신경전달물질인 도파민의 분비와 기능이 최고조에 이르는 시기이다. 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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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은 개인의 기본적인 욕구 충족과 같은 일차적인 보상과 사회적 인정과 같은 이차적인
보상에 모두 관여한다. 그런데 청소년기의 뇌는 보상 체계와 관련된 측좌핵(nucleus
accumbens)의 발달이 급속하게 일어나는 반면 위험을 인지하는 편도체(amygdala)는 상

대적으로 느리게 발달한다. 뿐만 아니라 인지적인 판단과 합리적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
할을 담당하는 전전두엽(prefrontal lobe)의 발달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불균형적
인 뇌 발달의 모습을 보이게 된다. 이와 같은 청소년기의 불균형적인 뇌 발달 양상은 청
소년의 충동 행동을 증가하도록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김성일(2013: 44-45)는
실제 학습상황에 적용 가능한 실험 상황을 설정하고 평가 상황에서의 학습자의 뇌 영역
의 활성화 차이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진은 연구 참여자에게 특정한 과제 수행을 요
청하고, 그 특정한 과제를 수행한 결과가 참여자 전체의 평균보다 상위에 있음을 알리는
긍정적인 상대평가와 절대평가 결과를 각기 제시하여 연구 참여자의 뇌 영역의 활성화
정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낮고 외부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것을 선호하는 목표성향인 ‘수행목표’를 지닌 학습자일수록 상대적인
평가를 받는 동안 부정적인 정서를 담당하는 편도체(amygdala) 영역이 강하게 활성화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당신은 평균보다 잘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는 과정에서도 사회적인 비교를 통한 상대평가 자체는 학습자들에게 부정적
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청소년기 학습
자의 부정적인 정서와 이에 따른 뇌 영역의 활성화는 청소년기 학습자들의 동기가 중학
교 입학 이후 저하하는 현상에 대한 과학적인 설명이 가능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므
로 이와 같은 청소년기 학습자의 뇌 발달 과정을 이해하고 의사결정 과정과 충동적 행동
을 완화하고 인지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학습 환경을 조성하고 정신적인 안정감을 유지
할 수 있는 교육적, 사회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나. 중학생의 진로
최근 진로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증가하면서 진로성숙도, 진로정체감, 진로교육, 진
로행동 준비도 등과 같이 청소년기 학습자의 진로발달과 관련한 다양한 개념들이 등장하
고 있다. 청소년기 학습자의 진로 관련 연구의 초기 단계에서는 학습자의 개인적, 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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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을 토대로 진로 관련 개념의 발달을 설명하려는 연구들이 대다수를 이루었으나, 점
차 학습자의 내적인 요인을 비롯한 다양한 외적인 요인들을 함께 고려하여 진로 관련
개념과의 관계를 밝히고자 하는 방향으로 연구 범위를 확장하여 왔다.
조주연․이은정(2018: 380)은 학습자가 성장, 발달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이해
가 증가하고 외부의 환경에서 경험한 직업 세계에 대한 지식이 확장되는 과정에서 진로
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도를 진로성숙도라고 정의하였다. 이와 함께 청소년기
학습자의 진로성숙도의 종단적 변화를 학습자의 사회 자아개념과 학업 자아개념의 변화
와 함께 관찰하였다. 그 결과, 사회 자아개념, 학업 자아개념과 진로성숙도 모두 중학교
시기에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진로성숙도는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1학년 시기에 가장 급격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연구자는 이와 같은 결과
를 학교 급 변동과 같은 전환기의 변화가 사회 자아개념, 학업 자아개념 및 진로성숙도의
유의한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아울러 남녀 성
별에 따른 집단별 종단 변화를 검증하고자 하였으나 성별에 따른 차이점은 유의하지 않
았다. 따라서 청소년기 학습자의 자아개념과 진로성숙도의 발달 양상에서 학교급의 변화
와 같은 전환기의 적절한 처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손연아․신수지․손은령(2014: 110)은 중학생의 진로정체감을 학습자 개인이 자신의 능
력을 인지하고, 흥미 있는 영역을 명확히 하여 직업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연구자는 중학생의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주는 변인을 도출하기 위하여 개인
의 발달 영역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는 자아정체감, 자존감, 삶의 목표, 삶의 만족도,
학대방임, 또래애착, 정서, 학습습관, 학교생활적응의 설명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중학생이 소속되어 있는 학교 수준에서는 개인 학습자의 진로정체감을 설명하는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 개인의 발달 영역에서의 진로정체감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변인으로는 삶의 목표, 삶의 만족도, 자아정체감, 정서, 학습습관, 자존감, 또래애착, 학
대방임 순으로 설명력이 크게 나타났다. 아울러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 중 약 20%만이
체험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참여 학생들의 체험활동 만족도는 90%이
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송주연(2018: 6)은 청소년기 학습자의 진로와 관련된 중요 개념으로 자기효능감과 과
제가치를 제시하며 청소년기 학습자의 진로 선택을 예측하여 적절한 처치를 제공해주기
위해서는 특정 영역에 대한 학습자 개인의 자기효능감, 과제가치와 과제비용을 함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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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자기효능감은 특정한 영역에서 주어진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개인의 주관적인 신념이며, 과제가치와 과제비용은 기대-가치 이론
(expectancy value theory)의 하위 개념 중 하나이다. 기대-가치 이론에서는 개인이 특

정한 활동을 수행할 때의 심리적 접근 요인을 기대와 가치로 설명하고자 하며 그 하위요
인은 성공기대와 4개의 가치(내재가치, 유용가치, 중요성가치, 과제 비용)로 구성되어 있
다. 4개의 가치 중 내재가치, 유용가치, 중요성 가치가 높을수록 특정한 활동에 참여하
고 노력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반면 과제비용을 높게 지각하게 되면 특정한 활동에 참여
하고 노력할 가능성은 낮아진다. 연구자는 진로 선택에 있어 성별에 따른 기대-가치 수
준과 진로 선택의 경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중학교 1학년 학습자들의 진
로선택, 수업참여, 성취에 대한 성별 차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자기효능감, 과제가치와
과제비용의 매개효과를 수학 과목을 중심으로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남녀 중학생의 직
접적인 성별 간 차이는 수학 관련 진로선택과 수학 내재가치, 수학 자기효능감에서만
발견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하여 수학과목에 대하여 높은 자기
효능감과 내재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학 성취와 수학 수업참여에 대한
성별 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수학 자기효능감은 수학성취에, 수학 내재가치는 수
학 수업참여에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학생이 수학영역에 대하여 지니고 있는
내재적인 가치는 수학 관련 진로 선택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
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수학과 같은 특정한 영역과 관련 있는 진로를 설정하는 과정
에서는 중학생 학습자의 성차를 고려한 차별화된 처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청소년기 학습자의 진로와 관련한 최근의 연구들은 개인의 진로 설정과정과 내용 등을
파악함에 있어 학습자의 개인적 요인을 비롯한 학습자의 사회·심리적, 환경적 요인을 함
께 고려하는 모습을 보인다. 박완성․김미숙(2009: 103-105)는 수도권의 중학교 3학년 학
생을 대상으로 부모의 양육태도와 학습자의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의 관계를 살펴보고
자 하였다. 분석 결과, 여학생들은 남학생에 비하여 어머니의 애정적, 자율적인 양육태도
와 아버지의 애정적인 양육태도를 높게 지각하고 있었으며 사회적 자기효능감, 진로준비
성과 진로목적성 역시 높았다. 한편,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는 정적
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 부모의 양육태도를 애정적, 자율적, 성취적, 합리적으로 인
식하였을 때 학습자 개인의 자기효능감은 높았다.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진로성숙도는
높았으며 진로성숙도가 높은 집단은 부모의 양육태도를 애정적, 성취적으로 인식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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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진로성숙도의 예측 변인 중 영향력이 높은 변인은 일반적 자기효능감, 아버지의
성취적인 양육태도와 사회적 자기효능감, 어머니의 애정적인 양육태도, 아버지의 통제적
인 양육태도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부모가 수용적인 양육태도를 지닐 때
중학생 학습자의 미래에 대한 진로 인식이 합리적으로 형성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라고 할 수 있다. 연구진은 이와 같은 결과를 제시하며 중학생 학습자의 진로성숙을 위한
부모 교육 프로그램 적용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김지영․김봉환(2015: 33)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자녀의 진로정보 탐색, 합리적 의사 결
정과 아버지-자녀와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하여
진로 정보탐색과 합리적 의사결정의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중학생 자녀가 주관적
으로 지각하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자녀의 진로 탐색 행동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
였으며 구체적으로 아버지-자녀 관계의 하위요인인 친밀영역과 존경영역이 진로 탐색행
동과 합리적 의사결정에 유의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는 중학생 자
녀가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존경할수록 진로 정보탐색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의 빈도가 증가할 수 있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아버지와의 관계 변인
을 중요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하며 청소년기 학습자의 아버지를 대상으로 하는 중
재 프로그램 적용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주영주․강아란․최세빈(2013: 39-40)은 중학생의 진로 교육을 담당하는 진로교사의 중
요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에 연구진은 진로교육을 실시한 중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진로교사의 지원, 진로교육 만족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과 진로성숙도
간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변인 간 관계 분석 결과, 진로교사의 지원은 중학생 학습
자의 진로교육 만족도를 긍정적으로 예측하고 진로교육 만족도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진로교사의 지원과 진로결정 자기효능
감은 중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하게 영향력을 나타냈으며 진로교육 만족도, 진로결
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은 진로성숙도에 중요한 예측변인으로 확인되었다. 저자
는 본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중학생 학습자의 진로 교육 과정에서의 진로 교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향후 진로 교사 양성과 교육 내용에 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선영․송주연(2017: 101)은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에 이르는 4년간의 종단
데이터를 활용하여 학습자가 지각하는 부모의 학업적, 정서적 지지와 자아개념, 진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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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성숙도의 예측 양상을 관찰하였다. 분석 결과, 학습자가 지각하는 부모의 학업적지지
초기값은 진로의식 성숙도의 초기값을 유의하게 예측했으나 진로의식 성숙도의 변화율
을 부적으로 예측하였다. 그러나 부모의 정서적 지지의 변화율은 학습자의 진로의식 성
숙도의 변화율을 정적으로 예측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부모의 학업적, 정서적 지지
의 초기값과 변화율은 학습자의 자아개념의 초기값과 변화율을 모두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습자의 자아개념의 초기값은 진로의식 성숙도의 초기값과 변화
율을 모두 유의하게 예측하였는데 자아개념의 변화율 역시 진로의식 성숙도의 변화율을
유의하게 예측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종합적으로 학습자가 지각하는 부모의 학업적, 정
서적 지지는 자아개념의 초기값과 변화율을 통해 진로의식의 초기값과 발달에 간접적으
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청소년기 학습자가 지각하는 부모의 사회
적 지지가 학습자 개인의 자아개념 형성에 중요하게 작용하며 형성된 자아개념을 매개로
진로의식을 발전시킬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김지영(2016: 104)은 자유학기제의 구체적인 프로그램 중 하나인 직업체험의 효과성
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에 연구자는 학교-기관-기업이 연계한 지역사회 기반의 직업체
험 활동에 참여한 중학생 집단과 참여하지 않은 집단 간의 진로정보 탐색 정도와 합리적
의사결정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사전검사를 통제한 후에도 지역사회 기반 직업
체험은 중학생들의 진로 정보탐색 정도와 합리적 의사결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중학생 학습자의 진로 탐색 관련 활동에 있어서 활동 범위를 지역
사회로 확장하여 학습자들에게 체계적인 진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
고 장기적인 프로그램이 개발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다. 중학교 3학년 시기의 특성
청소년기는 아동기와 성인기의 과도기적인 발달 특성을 지닌다. 청소년기 발달과정에
서 학습자는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성장을 경험한다. 아울러 고차원적인 인지적인 능력
이 가능하게 되며 외부 환경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정서적 경험이 증가한다. 과거에 비하
여 아동기는 점차 짧아지는 반면 청소년기는 길어지고 그 발달 시기 역시 점차 앞당겨지
고 있다. 청소년기 학습자의 발달 속도 역시 점차 가속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대상인 중학교 3학년 시기는 상급학교인 고등학교 진학을 준비하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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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인 동시에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 자아정체감과 같은 자기 인식을 기반으로 자아통합
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의미 있는 발달이 가능한 시기이다(홍세희․박언하․홍혜영, 2006:
256). 대부분의 학습자들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하는 시점에서 급격한 학습 환경

의 변화를 경험하고 학업성취 압박과 같은 사회적 압력으로 인하여 학습동기의 저하와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나 급격한 환경의 변화 속에서 청소년기 학습자는
외부적으로 습득한 사회적인 가치를 내면화하는 동시에 주관적인 의식과 세계관을 명확
히 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손연아․신수지․손은령, 2014: 110-111). 그리고 중학교 적
응에 필요한 일정 시간이 경과하게 되면 성숙한 자아를 완성해나가는 동시에 후기 청소
년기로의 도입을 준비하는 모습을 점차적으로 나타낸다(Eccles et al., 1993: 98).

2

중학생 대상 교육정책

참여정부 이후 중학생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대표적인 교육정책은 다음과 같
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공교육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2.17 사교육비 경감 대책’, ‘중학교
의무교육 전국 확대’, ‘방과후학교 도입’과 같은 정책을 통하여 학습자의 학습 기회 보장
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특히 ‘방과후학교’는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시간에 다양한 유형의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새로운 교육체제로 평가되고 있다(김신영 외, 2010: 33; 남궁지영
외, 2018: 19-20). 한편 2004년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학생
의 인권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교육복
지 실현을 목표로 학생의 학력을 증진하고 교육격차를 축소하기 위한 ‘사교육절감형 창
의경영학교’정책을 도입하였다. 본 정책에서는 학생들의 창의·인성교육을 강화하는 것을
공통과제로 제시함으로써 입시 위주의 교육을 극복하고 학교의 자율적·창의적 학교 경영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를 도입하여 다양한 고교
유형을 제시하여 중학생 학습자의 특성과 적성에 부합하는 고교 진학의 폭을 넓히는 정
책을 펼친 바 있다. 또한 ‘영어 공교육 완성’, ‘교육과정·교과서 선진화’, ‘기초학력 부진
학생 책임지도’, ‘Wee 프로젝트’ 와 같은 교육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이 추진되었다. 한편
‘즐거운 학교 만들기’를 통한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 강화와 문화예술·체육교육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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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한 교육과정의 다양화를 모색하였다(남궁지영 외, 2018: 19-20).
박근혜 정부에서는 학생의 꿈과 끼를 키우기 위한 창의교육정책을 강화하기 위하여‘토
론 실습 중심의 중학교 자유학기제’, ‘인성교육 중심 수업 강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제도 개선’과 같은 교육정책을 도입하였다(교육부 보도자료, 2016: 1-4). 이와 같은
정책의 근본적인 목적은 과도한 입시경쟁을 지양함으로써 공교육제도의 기틀을 마련하
는 것이었다. 아울러 ‘2015 개정 교육과정’을 통하여 학생의 자기주도적인 학습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과서를 개발·보급하고 교사의 교수·학습과 평가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현재 문재인 정부는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과 같은 정책을 통하여 중학교의
평가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경쟁과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학생들의 핵심 역량을
강화하는 학교 교육을 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초·중학교 학생 평가제도 개선, 혁신학
교(지구) 성과의 일반 학교 확산, 자유학기제의 내실화 및 자유학년제 확산 등의 교육 정
책들이 있다. 한편, 소외 계층 청소년들의 사회적 안전망 확보를 위한 학교밖청소년지원
센터의 전체 시군구 확대 및 생애주기별 각종 위기에서 예방부터 보호·치료까지 종합적
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가족정책과 아동, 청소년 업무와 연계, 통합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각 정부의 중학생 대상 정책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공교육 체제 내에서 학습자의
학습 기회 확대와 교육 경험의 확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펼쳐온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국가 정책의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중학생 학습자 개개
인의 역량에 부합하는 유연한 학사제도 마련, 교과 및 비교과 프로그램 개발과 같은 구체
적인 교육 현안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와 같은 논의
가 구체적이며 현실적인 정책으로 도출되기 위해서는 청소년기 학습자의 발달적 특성
즉, 자기 인식 능력의 향상과, 진로정체성 수립과 같은 측면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수반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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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학생 성장과정의 이해를 위한 심리검사의 활용

본 연구의 주된 연구방법은 질적 연구방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리검사를 통해
수집한 객관적 자료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질적 연구에 대한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
다. 첫째, 개별사례가 각 영역(예를 들어 진로, 학습, 성격)별로 자신에 대해 주관적으로
묘사하는 방식과 객관적 지표 사이의 일치는 연구결과의 타당성 제고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둘째, 개별사례의 주관적 묘사와 객관적 지표 사이의 불일치는 추가적인 탐색의
영역에 관한 정보와 기회를 제공한다. 셋째, 개별사례의 중요한 의사결정(예: 진로 및 진
학)과정에서 주로 어떤 영역(예: 진로, 학습, 성격 영역), 어떤 특성의 정보(예: 주관적 또
는 객관적)를 사용하는지에 관한 추가적인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사례 수가 적어 양적 분석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겠지만
1학년과 3학년에 두 번 실시한 진로와 학습 영역에서의 검사 결과는 중학교 1학년과 3학

년 간의 변화추이에 관한 정보를 줄 수 있다. 첫째, 진로, 학습 관련 대규모 조사에서는
수집하기 어려운 상세하고 구체적 영역에서의 변화추이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둘째, 변화추이에 관한 대규모 연구의 파일럿 연구와 같은 기능을 함으로써 추후 연구에
서 초점을 맞추면 좋을 진로, 학습 관련 구체적인 하위 영역에 관한 자료를 얻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 발달 영역 중에서 대표적인 진로, 학습, 성격 발달에 초점을
두어 심리검사를 실시하였다. 진로와 학습은 한국청소년들의 발달과정에서 성인기 삶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며, 가장 고민을 많이 하는 주제이다. 청소년의 고민사항은
매우 다양하지만, 진로와 성적/학업 문제는 지난 30여 년간 지속적으로 청소년들이 중요
하게 여기는 다양한 영역 중에서 1, 2위를 차지하고 있다.
<표 Ⅲ-1>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청소년의 고민 사항
정원식

청소년연구원

김병숙, 김봉환

한국직업능력개

한국청소년상담

서울청소년통

(1985)

(1991)

(1994)

발원(2001)

원(2003)

계(2007)

1

진로

성적

성적

장학/취업

진로

성적

2

성적

진로

진로

학업/성적

학업

직업/진로

3

성격

성격

친구/이성

이성

친구/이성

외모

4

친구

이성

건강

성격

성격

성격

5

건강

친구

가정문제

적응

가정문제

가정환경

순위

*출처: 김계현 외(2009: 143)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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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년도 연구에서 사용한 성격 영역에서의 심리검사와 본 연구에서 실시한 진로, 학습

영역의 심리검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진로 관련 측정영역(검사명: U&I 진로탐색검사)
U&I 진로탐색검사는 개인의 진로성숙도와 진로흥미 및 진로성격을 종합적으로 진단

하는 검사다. 본 검사지는 U&I 진로성숙도검사, U&I 진로흥미검사, U&I 진로성격검사
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16개 문항을 5점 리커르트 척도로 측정한다. ‘진로성숙도검사’
는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선택, 준비하는 정도’와 ‘직업과 진로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를
측정하는 검사며, 진로흥미검사는 10가지 직업흥미군의 대표적인 직업 및 직무 중 어느
영역에 대해 흥미를 보이는지를 측정하는 검사다. 진로성격검사는 각각의 직업군 종사자
가 가지는 일반적인 성격적 특징에 어느 정도 해당하는지 측정하는 검사이다(U&I 심리
검사센터 홈페이지: 2019. 10. 08. 인출).
<표 Ⅲ-2> U&I 진로탐색검사 하위척도, 척도요인 및 측정내용
하위척도

U&I
진로
성숙도

U&I
진로흥미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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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도요인

측정내용

진로 결정성

• 선호하는 진로의 방향에 대한 확고함의 정도

진로 목적성

• 개인이 진로를 선택함으로써 구체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내용

진로 확신성

• 자신의 진로 선택 문제에 관해 가지고 있는 믿음과 확신성의 정도

진로 준비성

• 진로결정에 필요한 사전이해, 준비 및 계획정도, 직업 및 진로에 대한
관심과 참여 정도

진로 독립성

• 진로 선택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정도

가족 일치성

• 진로에 관해 가족 간에 의견이 일치하는 정도

산업기계

• 산업장면이나 기타 여러 곳에서 공학적 지식, 산업용 장비, 컴퓨터, 도구
등을 사용 운용하는 것과 관련된 업무의 선호 정도

과학

• 과학적 개념과 이론을 응용하여 해당 분야를 연구하고, 개발, 개선하는
업무의 선호 정도

예술

• 순수 예술 및 응용 예술 분야에서 수행하는 업무의 선호 정도

자연

• 농산물, 임산물, 수산물 생산 및 재배, 동물 번식 및 사육, 산림 경작 및
개발 등과 관련된 업무의 선호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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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척도

척도요인
휴먼
서비스
사무
행정/경영

U&I
진로성격검사

측정내용
• 사회사업, 교육, 보건 등과 관련된 업무의 선호 정도
•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업무의 선호 정도
• 정보기록, 보관, 계산 및 검색 등 사무적인 업무의 선호 정도
• 법, 행정, 경영 등의 분야에서 관료 조직 및 행정 업무의 선호 정도

보호

• 인명이나 재산 보호를 위한 합법적인 권한 행사 업무의 선호 정도

신체활동

• 노래, 운동, 연극 등 신체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업무의 선호 정도

• 산업기계, 과학, 예술, 자연, 휴먼, 서비스, 사무, 행정/경영, 보호 및 신체활동 등 총 10개
영역의 직업군 종사자가 가지는 일반적인 성격적 특징에 어느 정도 해당되는지 측정

*출처: 연우심리연구소 U&I 진로탐색검사 홈페이지 내용 재구성
http://www.ggyonwoo.com/unitest/info_psy4.php(2019. 01. 14.인출)

나. 학습전략검사(MSLT-Ⅱ, 청소년용)
본 검사는 청소년들의 학습전략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이해하고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학습자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이해하고
학습에서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인싸이트 홈페이지, 중등팜플렛. 2019. 10.
08 인출). 총 185개 문항을 4점 리커르트 척도로 측정하며, 검사는 신뢰성 지표, 부가정

보, 성격 특성, 정서 특성, 동기 특성, 행동 특성, 학습전략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다(인싸
이트 홈페이지, 중등팜플렛. 2019. 10. 08 인출).
<표 Ⅲ-3> 학습전략검사 Ⅱ(MLST-Ⅱ, 청소년용)의 구성
하위척도
신뢰성 지표

척도요인
반응 일관성, 연속 동일 반응, 사회적 바람직성, 무응답

부가 정보

성적, 학습 시간, 성적 만족도, 심리적 불편감

성격 특성

효능감, 결과 기대, 성실성

정서 특성

우울, 짜증, 불안

동기 특성

학습, 경쟁, 회피

행동 특성

시간 관리, 공부 환경, 수업 듣기, 노트 필기, 집중 전략, 읽기 전략, 기억 전략,
시험 전략

학습전략 유형

주도형, 성실형, 잠재형, 정체형

*출처: http://mindschool.co.kr/Home/Data/중등팜플렛. pdf.의 내용을 표로 재구성(2019. 10. 08.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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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성격관련 측정영역(검사명: JTCI 12-18 청소년용)
본 연구에서 말하는 성격은 엄밀한 의미의 성격, 즉 성인기에 최종적으로 형성되어 잘
변화하지 않는 특성으로서의 성격이 아니라, 아직 형성되는 중이며 앞으로 변화가 가능
한 특성을 의미한다. 이런 의미에서 본 연구에서의 성격은 일종의 잠정적 삶의 패턴으로
서 일이나 사람을 대하는 방식, 또는 삶의 중요한 장면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방식과 밀접
하게 관련된다. 이에 중학생 시기에서 공부를 대하는 방식, 친구나 타인을 대하는 방식,
진로결정을 포함한 크고 작은 의사결정을 하는 방식을 측정하고, 그것이 성장과정에 끼
칠 수 있는 영향 또는 성장과정에서 겪은 경험이 이러한 방식에 끼치는 영향을 질적 자료
와 함께 통합하여 분석하는데 사용하고자 한다.
JTCI 12-18 청소년용(기질 및 성격검사)는 성격을 유전적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간

주되는 기질과 후천적으로 형성되는 부분으로 간주되는 성격으로 구분하며, 총 82문항으
로 구성되어 있다((주)마음사랑 홈페이지. 2019. 02. 01. 인출).

<표 Ⅲ-4> JTCI 12-18 청소년용(기질 및 성격검사) 하위 척도
하위척도

척도요인

측정내용

자극추구

• 새롭거나 신기한 자극, 잠재적인 보상 단서에 끌리면서 행동이 활성화되는
유전적 경향성

위험회피

• 위험하거나 혐오스러운 자극에 대해 행동이 억제되고 위축되는 유전적
경향성

기질
사회적 민감성

성격

• 사회적 보상 신호(타인의 표정 및 감정 등)에 대해 강하게 반응하는
유전적 경향성

인내력

• 지속적인 강화가 없어도 한번 보상된 행동을 꾸준히 지속하려는 유전적
경향성

자율성

• 자신이 선택한 목표와 가치를 이룰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어가는 능력

연대감

• 자기 자신을 사회의 통합적인 한 부분으로 지각할 수 있는 정도

자기초월

• 우주 만물과 자연을 수용하고 동일시하며 이들과 일체감을 느끼는 능력에
서의 개인차

*출처: ㈜마음사랑(JTCI 12-18 한국판저작권자) http://www.maumsarang.kr/maum_examine/tci_spec.asp
에서 발췌(2019. 02. 01.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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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중학교 3학년의 생활과
진로
1. 가가중학교
2. 나나중학교
3. 다다중학교
4. 라라중학교

중학생의 성장과정 분석: 학교, 가정, 지역사회를 중심으로(Ⅳ)

Ⅳ

중학교 3학년의 생활과 진로

본 장에서는 중학교 3학년이 된 연구대상 학생들의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서의 생활
과 4차년도 연구의 중심 주제인 진로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연구대상 학생들은 2018년
3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중학교 3학년이었으며, 2019년 3월부터 고등학교로 진학하여

여기에는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로 진학하여 적응하는 과정까지 담고 있다.

1

가가중학교

가. 도입
가가중학교는 이전 보고서에서 기술하였던 것처럼 서울시내 전형적인 서민층과 저소
득층 밀집 지역에 위치한 공립중학교로, 재학생 대다수가 인근의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
에 거주하고 있다. 전체 학생의 약 10% 내외가 기초생활수급 가정 및 차상위 계층 학생
으로 되어 있으며, 전교생 중 20% 정도가 교육복지대상자로 분류되어 있다. 전교생은
약 400명 정도이며, 최근 계속해서 학생 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
연구참여자로 참여한 3학년 학생들의 경우 동일 학년의 총 학생 수가 약 120명 내외이다.

나. 중학교 3학년 생활 및 학습경험
1) 가정생활

정서적, 육체적 휴식 공간으로서의 가족
중학교 1학년 시기부터 지속된 특징이지만, 가가중학교 학생들은 가족을 정서적, 육체
적 휴식 공간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다. 이러한 특징은 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시점에
서도 마찬가지였다. 개인차가 있기는 하지만, 학업성적이나 진로, 진학에 대해 특별히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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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한 개입을 하지 않는 허용적이고 포용적인 부모와 대체로 편안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
었다. 가가중학교의 학부모들은 학업에 세세하게 개입하는 경우가 적었다. 진학이나 진
로에 관해 부모와 자녀가 의논한다든지 하는 경우는 별로 없었지만, 일상의 소소한 대화
를 주고받았다. 가령 조상철은 가벼운 대화를 나누는 상대로는 친구들을 얘기하면서, 중
요한 얘기나 많은 얘기를 나누는 상대로는 엄마를 꼽고 있었다. “엄마와 별 얘기를 다
하는데요.”라고 말할 정도로 대화를 많이 나눈다는 것이다.
제일 편한 대화 상대요? 음… 그… 많은 얘기를 나누는 사람은… 중요한 얘기를 나눌 때는요, 부모님이
제일 편하죠. 가벼운 대화를 나눌 때는 친구가 제일 편하고. (조상철, 2018 여름)

또한 가가중학교 학생들은 중학교 3학년이 되어서도 집에서 설거지나 상차리기, 빨래,
요리 등 일상적인 가사를 분담하는 경우가 많았다. 어머니가 일을 하고 있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학교와 학원에서 ‘학생’으로 지내던 이들이 집에 와서는 더 이상 ‘학
생’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른 한편 식구들이 모두 모여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다. 아침을 거르는 경우도 많았고, 특히 방학기
간에는 어머니 출근 후 스스로 밥을 차려먹는 학생들도 많았다. 학원이나 공부방을 다니
는 비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특히 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시점에서는 학원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저녁을 사먹거나 학교에서 석식을 해결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자녀 학업 및 진로에 대한 부모의 낮은 개입
가가중학교 학생들의 가족관계 및 가정생활에서 가장 특징적인 점 중 하나는 자녀들에
게 주어진 높은 자율성이다. 학생들의 진로 및 진학과 관련해서 부모들이 자녀에게 강하
게 개입하는 경우는 거의 찾기 어렵다. 대체로 부모들은 자녀의 진로나 진학과 관련해서
자녀의 결정에 맡기는 편이다. 때문에 가가중학교 학생들은 가족으로부터 심한 압력을
느끼는 경우가 드물다.
그렇다고 부모가 자녀의 진로나 학업성적에 아예 관심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자녀의
진로나 학업성적과 관련해서 부모가 갖는 관심은 구체적으로 어떤 실천(practice)으로
이어지는가에 따라 매우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즉 그 실천의 양상이 어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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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개입적이며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나는지에 따라 자녀에 대한 부모의 관심이 가져오
는 효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가가중학교 부모들의 경우 자녀의 성적에 대해 관심을 가지
기는 하지만 아주 포괄적인 성격의 관심이며 전반적으로 그 관심의 양상이 구체적이거나
개입적인 형태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자녀에 대한 대체로 관대하고 허용적인 태도는 가
가중학교 학생들의 부모들에게서 쉽게 발견되었다.
조상철의 어머니는 학업에 대해서든 진로에 대해서든 아들의 선택과 의사에 대하여 특
별한 제지 없이 따라주는 편이다. 학원에 다니지 않겠다고 조상철이 얘기하면 더 이상
학원에 다니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 스스로 열심히 하겠다고 하면 믿어주고, 학업에 몰두
하지 않거나 시험성적이 기대한 만큼 나오지 않을 경우라도 특별히 실망하지도 않지만,
특별한 개입이나 통제를 하지도 않는다.

본인이 하겠다고 하는 거는 그냥 그나마 마음이 있는 거니까 믿어주려고 하는데, 그니까 어떤 거를
못 믿냐면, 만약에 중간고사를 만약에 망쳤어요, 다음에 기말은 정말 열심히 할 거라면서 그 순간에는
막 보여줘요. 그런 모습을. 조금 달라보여요. 막상 기말고사 때쯤 가면 벌써 지쳐서 그런 거, 이제 말
을, 그때 바꾸더라고요. 처음에는 되게 믿었거든요. 기말은 정말 달라지겠구나 했는데. 한두 번 정도
그러니까 “아니 이제 너 말 못 믿겠어.” 이제 그렇게 되고. (웃음) 본인이, 노력하다가 힘들면 본인한테
많이 관대하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끈기가 좀 많이 부족해서 그런 거는 못 믿는데, 그래도 믿어주려고
노력은 해요. (조상철 어머니, 2018)

박혜연에게 진로에 대해 부모님이―특히 아버지에 비해 훨씬 더 밀접한 상호작용을 하
고 있는 어머니가―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물었을 때, 박혜연은 다른 많은 연구참여자 학
생들과 마찬가지로 “엄마는 ‘너 하고 싶은 거 해라.’ 그래요.”라고 답했다. 박혜연은 2018
년 여름 인터뷰 당시 다니던 학원을 그만둔 상태였다. 중학교 3학년 1학기에 학원을 다
니지 않는 상태에서, 어머니는 60점만 넘으라고 말했다고 한다. “학원 끊고 나니까, 제가
혼자 한 거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60점만 넘어라.’ 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학원 다닐 때
도 그 정도였는데 학원 안 다니면 어떻겠냐고.”
가가중학교 학생들이 부모로부터 확보하고 있는 높은 자율성에는 일종의 양면성이 있다.
자녀들이 자신의 삶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을 스스로 내릴 수 있다는 점에서는 매우 긍정
적이지만, 다른 한편 부모로부터 자녀들이 삶에 대해 구체적인 조언을 받지 못한다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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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로 해석할 수도 있다. 교사들의 경우 후자의 측면 즉 부모의 낮은 관여도가 가지는 부
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인터뷰를 통해 토로하는 사례가 많았다. 2018년 12월에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지망해서 선택하는 시기에 인터뷰한 교사 가5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고교 지망 관련해서] 부모님도 제가 볼 때는 그냥 애 편에 맡기더라고요. ‘네가 학교 갈 거니 네가
관심이 있는데 쓰라’ 고 해버리니 애가 혼자 결정해야하는 부담감 때문에…. 근데 또 의욕이 막 앞서서
그 학교 가서 탐방해서 소문을 듣거나 분위기를 살피는 그런 의욕은 없고 단지 친구들이 고르는데 비
추어서 또는 선생님이 안내하는 자료에 의해서 내신을 잘 딸 수 있는 학교만 고려해서 선택을 하더라
고요. (교사 가5, 2018)

즉 부모가 느슨하게 관여한다고 해서 자녀들의 주도성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부모
의 느슨한 관여가 자녀의 적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소극적인 성향과 결합해서 진학 및
진로 지도에 어려움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부모님이 스스로 결정하라고 하는 것이 결정
의 권한을 자녀에게 부여하는 것이므로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겠냐는 질문에 교
사 가5는 자녀에게 결정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학부모들이 전반적으로 관심
이 없다는 뜻이라고 해석하면서, 학기 초 학부모회의를 여는데 ‘진학과 관련된 학년임에
도 불구하고’ 서너 명만 참석해서 놀라웠다고 말한다.
결국 전반적으로 부모의 낮은 개입은 자녀들의 자율성을 최대한 발휘하게 만든다는 점
에서 자아가 확고하고 선호나 의지가 명확한 학생에게는 중요한 결정을 스스로 주도할
수 있게 만드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반면, 그렇지 않은 경우 부모의 개입도 약하고
스스로도 학업이나 진로를 비롯한 여러 영역에서 동기부여가 되지 않아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하게 만드는 기제로 작용한다.
부모와의 적절한 거리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학생들은 대체로 사춘기를 지났으며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부
모의 개입이나 압력에 크게 종속적인 관계를 맺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부모와의 관계에
서 일종의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여기서 거리두기란 관계가 소원하다거
나 멀다는 의미가 아니라 부모의 말이나 행동으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강하게 받기보다
는 일종의 완충의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는 뜻에 가깝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이승일의 아버지, 어머니는 모두 저녁 늦게 일하고 귀가하여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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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학업에 일일이 직접적인 개입을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자녀에 대한 관심이 높고 진로
나 학업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편이다. 때문에 핸드폰 사용이나 게임 시간,
성적이나 학업에 관해서 어머니가 이승일에게 부정적인 언급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에 대해 이승일은 엄마와의 갈등 상황이 발생했을 때 속으로 “엄마는 말의 신이다.”라고
속으로 생각한다고 말한다. 2018년 겨울 인터뷰에서 이승일은 이렇게 이야기했다. “속으
로 이렇게 생각해요. ‘엄마는 말의 신이다.’ 제가 엄마를 말발로 이긴 건 딱 한 번 밖에
없어요. 그것도 꼬투리를 꼬리, 꼬리, 꼬리, 꼬리 잡으면서 물은 거거든요. 그런데 엄마는
요, 그냥 저랑 말싸움을 할 때마다 한 번 빼고 전부 다 제가 할 말을 없게 만들어요.”
“엄마는 말의 신이다.”, 그러므로 나는 엄마를 이길 수 없다. 이승일의 이러한 태도는

엄마와의 갈등에 직면했을 때 엄마의 말이나 행동으로부터 강한 부정적 감정을 경험하는
대신 엄마의 능력에 대한 인정을 통해 일종의 거리두기를 함으로써 자신의 부정적 감정
을 완화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중학교 3학년이 되면서 사춘기에 경험했던 부모와
의 갈등이 완화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었는데, 가령 이석훈의 경우 학원을 그만두고
싶어 하는 이석훈과 계속 다녀야 한다는 어머니 사이의 갈등이 중학교 2학년까지는 매우
심하게 나타난 편이었다. 그러나 중학교 3학년이 되면서 학원을 다닌 과목의 성적이 오
르는 한편 어머니와의 갈등 역시 눈에 띄게 완화된 것으로 보였다. 2018년 여름 인터뷰
에서 이석훈에게 어머니와의 관계에 대해 묻자 “좋아요.”라고 말하면서 “엄마가 우울증
을 극복하신 것 같아요.”라고 답하며 웃었다.
엄마가 우울증을 극복했다고 말하면서도 웃는 것은 엄마의 우울증이 실제로 그렇게 심
각하지는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일종의 거리두기의 상태에서 엄마와의 관계를 유지
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박혜연은 2018년 여름 인터뷰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갈등
에 대한 감정을 묻자 “‘아휴, 또 싸우네.’ 이러고 말아요.”라고 말했다. 이와 같은 거리두
기는 부모의 심각한 갈등에 대해서도 일종의 완충의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큰 영향을 받
지 않지 않도록 하는 한 방식이다. 부모와의 일정한 거리두기는 독립적인 존재로 성장하
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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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생활

전반적으로 순하고 착하고 예의바른 학생들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가가중학교 학생들의 특징은 전반적으로 순하고 예의바른 학생
들이라는 점이다. 가가중학교 학생들은 학교의 규범적 위상을 받아들이는 편이며, 교사
들에 대해서도 규범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특히 교사들과의 인터뷰에서 매우 강조
되는 점이기도 하다. 가가중학교 교사들은 학생들의 특징으로 어려운 가정형편과 온순하
고 예의바른 태도를 공통적으로 들었다. 예를 들어 2018년 인터뷰에서 교사 가4는 가가
중학교 학생들의 전반적인 특징을 이야기해달라는 말에 “이 지역 아이들이 경제적으로
보면 상대적으로 좀 어려운 아이들이 많은 것 같다는 느낌”에 대해서 가장 먼저 언급했
다. “정확하게 제가 조사를 해보지 않았는데, 상대적으로 힘든 아이가 많아요. 그래서 좀
선입견이, 거친 아이들도 좀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그와 같은 선입견이
편견이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말한다. 이전 근무지였던 강남 지역의 학교와 가가중학교를
비교하면서 교사 가4는 “‘[폭력] 사안이 왜 이렇게 많지 않지? 아 행복하다.’라고 생각했
어요. 전에 학교는 굉장히 많았거든요.”라고 말했다.
이러한 특징은 가가중학교 학생 전반에 대해서 만이 아니라 연구 참여 학생에 대해
언급하는 과정에서도 강조되었다. 이승일의 담임교사인 교사 가4는 이승일을 묘사하면
서 이렇게 말했다.
승일이란 아이는 그 눈이 딱 와서 쌓이면 깨끗하잖아요? 그런 상태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도로에 눈
이 와서 쌓이는데 차들이 지나가면 눈이 더러워지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그런 건 없어요. 되게 맑고
흰 눈처럼 순수한 아이에요. 그래서 약지 않아요. 요즘 아이들에 비하면 되게 순진하고 순수하고 착하
고 (중략)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무 순진해서 답답할 때도 있어요. 지금 현재 어른들이 만들어놓은
사회의 시각으로 보면 얘는 분명히 좀 사기도 당할 것 같아요. 사기당할 것 같아요. 근데 착실하고
성실해요. (교사 가4, 2018)

하지만 가가중학교 학생들의 순하고 착하고 예의바른 특징은 장점이 되기가 어려운 것
이 현실이다. 교사 가4는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
예의바른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행복지수는 높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중학교[이전 근무학교]
애들에 비해서. 근데 본인이 원하는 삶을 추구하면서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본인이 원하는 삶을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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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살 수 있을까? 자기 하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걸 충분히 사면서 살 수 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중략) 겉으로는 애들이 많이 밝아 보이고 예의바른 건 참 좋아요. 근데 그것만으론
세상을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거잖아요. 본인이 원하는 삶을 살면서 누리면서 살아야하는데 못 누릴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어요. (교사 가4, 2018)

결국 순하고 착하고 예의바르다는 말은 자기주장이 강하지 않고, 자족적이며, 규범에
순응한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사 가4가 말하는 “많이 안타깝고 좀
슬프고”, “불길한” 감정은 교사들이 공통적으로 토로하는 바이기도 했다. 이렇게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이 아이들이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아이들이 충분한 성취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교사들은 인터뷰에서 이와 같은 회의감과 불안감, 안쓰러운 감정을
공통적으로 털어놓았다.
편안한 학교생활: 학교생활에 대한 느슨한 관여
가가중학교 학생들은 대체로 학교를 집처럼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곳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학교는 여전히 친구를 만날 수 있는 재미있고 편안한 곳이다. 학교가 이와 같이
편안한 이유는 가가중학교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학교생활에 대한 관여(involvement)를
느슨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활동에 관여한다는 것은 일종의 인지적, 정서적 몰입
상태를 유지하는 것, 즉 자신의 심리적 자원을 동원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최종렬, 2018:
71). 가가중학교 학생들은 학교생활에 높은 강도의 주의 집중을 하지 않으며, 학교라는

상황이 요구하고 있는 상황 속성(situational properties)(Goffman, 1963)에 대해 팽팽
한(tight) 관여를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는 학생들에게 편안한 곳이 될 수 있다. 대체적으로 가가중학교 학
생들은 학교생활을 즐겁게 느끼고 만족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학교 수업이나 학업과 관
련된 만족감이라기보다는 학교에서 맺어지는 친구관계나 교사와의 관계로부터 느끼는
편안함과 즐거움이라고 할 수 있다. 학교에서 학생에게 기대하고 요구하는 바는 수업에
열심히 참여하고, 학업적 성취를 이루고, 좋은 성적을 얻는 것이다. 그러나 가가중학교
학생들은 수업에 열심히 참여하지 않으며, 학업적 성취에 크게 관심이 없고, 좋은 성적에
대한 열의를 갖지 않는다. 만약 수업참여나 학업성취에 대한 평가, 성적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긴장감을 유지하는 학생이라면 학교생활이 마냥 편안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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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가중학교 학생들은 학교에서 요구되는 여러 사항들에 대해 느슨하게만 관여하고 있
기 때문에 학교생활을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수업시
간의 학생들의 무기력한 태도, 그리고 성적에 대한 낮은 관심이다.
무기력한 수업시간
수업시간이나 학업과 관련해서 가가중학교 학생들의 특징으로 교사들이 공통되게 지
적한 점은 “무기력”하다는 것이었다. 교사들은 수업시간에 학생들로부터 공부하겠다는
의지를 찾아보기가 매우 힘들다고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심지어 수업시간에 교과서도 준
비되지 않은 학생들이 많다는 것이다. 2018년 인터뷰에서 3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교사
가5는 가가중학교의 특징으로 “무기력”하다는 점을 꼽았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가가중
학교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순하고 예의바른데 비해, 학업과 관련해서 보자면 무기력한
특징이 더욱 두드러진다. 그래서 “모든 교과목 선생님들이 점심때마다 하는 얘기가 애들
이 무기력하다고 해요”라고 교사 가5는 말했다.
무기력하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묻자 교사 가5는 이렇게 말한다.
강제로 끌고 가지 않는 한, 억지로 시키지 않는 한 공부를 알아서하려고 하지 않아요. 시킨 것도 딱
시킨 거 범위 안에서 하면서 어떻게 하면 농땡이 부릴 수 있을까 고민하는 애들. 그래서 정말 시킨
범위 안에서 그것만 끝내고 더 하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안타까워요. 착한데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꿈에 대한 동기부여도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얘네들이 착한데 열심히 안
해서 저 강남의 똑똑한 애들이 윗자리에 서고 얘네들이 밑에 있으면 얘네들은 정말 많이 당하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불쌍하더라고요. 이 무기력은 1년 내내 해봤지만 정말 고치기 힘들더라고요.
(교사 가5, 2018)

특히 이 무기력함은 개개인의 편차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집합적인 무기력이다.
전에는 [이전 학교는] 들쑥날쑥하고 개개인의 차이였다면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무기력한 게 있어요.
잘하는 애는 그냥 자기 꺼 열심히 하지만 더 이상 그 한계점을 넘어서려고 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무기
력 한 거 봐서는 전체적인 분위기 속에 틀려하지도 않고 동화된 것 같아요. (교사 가5, 2018)

학생들 역시 이러한 무기력한 수업 분위기를 인지하고 있다. 2018년 여름 인터뷰에서
박혜연은 학급 분위기를 묻는 질문에 ‘쉬는 시간에는 시끄럽고 수업 시간에는 진짜 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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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고 답했다. 수업 시간의 조용함은 바로 교사들이 지적했던 무기력과 같은 의미이
다. 교사가 수업 중 질문을 던져도 대답하는 학생이 없고, 이런 무기력한 분위기에서 누
구도 선뜻 대답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수업 시간에 조용한 게, 너무 조용해서 샘들
말에 대답을 안 해요.” 학생들이 “진짜 아무 말도 안 해”서, “어떤 샘은 좋아하고 어떤
샘은 힘들어”한다고 박혜연은 말했다. 이런 분위기를 좋아하는 선생님은 학생들이 “조용
하다고” 좋아하신다고 했다. “떠드는 애도 없고요. 샘 질문에 대답하는 애도 없어요.” 이
말에 연구자가 웃자, 박혜연 역시 머쓱하게 함께 웃으며 되묻는다. “별로죠?”
이런 분위기를 싫어하는 교사는 질문을 해도 학생들이 대답을 하지 않으니 뻘쭘해서
싫어한다고 박혜연은 말했다. 네가 대답하면 되지 않으냐고 묻자 박혜연은 말한다. “대답
하기가 뭐해요. 애들이 다 조용해서. 혼자 말하기 이상하게.” 즉 수업시간의 집단적인 분
위기가 교사의 질문에 답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교사들 역시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 교사 가1은 “애들이 차분해요. 차분한데 대답을 잘 안 해요. 그냥 조용히
앉아있기는 한데 과연 학습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는 좀 의문이에요.”라고 말
했다. 교사 가4 역시 “질문도 없어요. 뭐 묻지도 않아요.”라고 말하며 수업시간 자체가
고역이라고 했다. 심지어 교과서조차 없는 학생들이 많아 “너무 큰 문화적 충격”이었다고
도 말한다.
여기는 공부에 관심이 없는 애들이 많아요. 뭐라고 그래야하나 의욕 저하된 아이들이나 교과서 준비
안 된 애들이 많아요. 교과서 준비하는 게 기본인데… 교과서가 준비 안 되면 A중학교 [이전 근무학교]
는 바로 벌점이거든요. 벌점 날아가면 엄마들부터가 ‘너 벌점 왜 받았니?’ 하면서 엄마한테 혼나요.
그래서 애들이 ‘선생님 벌점 안주면 안돼요? 벌점 날아가면 엄마한테 뒤져요.’ 하면서 눈물로 호소하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저한테는 여기가 문화적 충격이 돼요. 어떻게 애들이 교과서도 준비 안하고…
(교사 가4, 2018)

가가중학교에 오래 근무한 교사 가5는 이와 같은 현상이 최근으로 올수록 더욱 심해지
고 있다고 말했다. 그 원인으로 교사들의 대화에서 자유학기제가 지목되고 있다는 이야
기도 덧붙였다. 학업에 대한 열의가 덜한 지역일수록 “기본학습태도”를 형성하는 게 어렵
다는 것이다.
[교사들이 얘기 나누면서] 애들의 태도가 시험 볼 때랑 안볼 때랑 너무 확연히 차이가 난다고 해요.
그리고 저희가 자유학기를 겪어 본 학부모님들하고도 얘기해보면 시험을 확실히 안보니 뭔가의 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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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았다가 갑자기 2학년 때 하려니깐 손 놓은 게 이어져서 기본학습태도가 형성하는 데 꽤 시간이 걸린
다고 해요. 그걸 힘겨워 하긴 하더라고요. 그런 원인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교사 가5, 2018)

열의를 가진 교사들은 학생들의 무기력한 분위기를 변화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고민을
한다. 그러나 정해진 진도를 나가는 것만도 벅차다. 이처럼 가가중학교 학생들의 무기력
한 수업분위기는 교사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수업에 임하는 교사들의 감정과 태도에
부정적 효과를 가져 오고 있었다. 그렇다고 시종일관 무기력한 것은 아니다. 가가중학교
학생들의 무기력한 분위기는 수업 시간에 국한된다. 교사 가5는 “애들이 무기력한 거 빼
고 정말 착하고 너무 밝고요. 놀 때는 너무 밝고요, 공부를 시작하면 무기력한 거 같아요.
그 단점밖에 없어요. 너무 좋아요. 단지 얘네들의 장래에 커가는 입장에서 무기력만 고쳐
지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라고 말했다. 요컨대 가가중학교 학생들
은 밝고, 착하고, 온순하고, 예의바르다. 다만 수업 시간에 무기력하다.
성적에 대한 낮은 관심
앞서 기술한 무기력한 수업 분위기는 가가중학교 학생들이 학업성적에 대해 가지는 낮
은 관심을 반영한다. 시험시간의 분위기는 이를 단적으로 드러낸다. 2018년 겨울 인터뷰
에서 이승일은 자신이 시험 볼 때 실수를 많이 한다고 걱정했다. 하지만 실수라고 하기에
는, 시험 상황에서조차 앞서 언급한 느슨한 관여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시험문제도 읽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심지어 시험시간에 너무 졸려서
엎드려서 자기도 한다.
실제로 시험 시간에 자는 학생들이 많다는 이야기는 교사 인터뷰에서도 언급된 내용이
다. 시험이 끝난 후에도 정답 확인에 대한 열의가 별로 없는 편이고, 성적이 나온 후에도
서술형 답안 등에 관해서 감점 부분에 대한 문의가 아예 없다고 했다.
이러한 특징은 성적이 낮은 학생에게서만 나타나는 양상이 아니다. 성적이 뛰어난 학
생 중에서도 시험 후 정답을 확인하지 않는 학생들이 있다. 연구참여자 학생 중 하나인
김지연은 성적이 높은 편에 속한다. 그런데도 시험 후에 정답을 확인하지 않는다. 보통
시험이 끝나면 교무실 학급함에 시험을 본 과목의 정답지가 들어있고, 학급회장들이 자
기 학급에 가져가서 과목별로 정답을 불러준다. 그런데 김지연은 아예 채점을 하지 않는
다. 김지연의 담임교사는 이렇게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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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를 잘하는 아인데, 여기 전교 10등 안에 꼬박꼬박 드는 아인데, 채점을 안 해요. 그냥 가요. 채점
안 하는 친구들은 그냥 가라고 하거든요. 오늘 본 시험 과목을 채점할 친구들은 남아서 채점하고 채점
하기 싫으면 집에 가라고 하면 걔는 그냥 채점 안 하고 가요. (중략) 제가 알고 있던, 좋은 고등학교를
가려고 목표로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나 좋은 대학에 간 친구들을 보면 학업에 대한 욕심이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겉으로 봤을 때는 하나도 안 보였고요. (교사 가4, 2018)

교사들은 이와 같이 학업 성적에 대해 가가중학교 학생들이 낮은 관심을 보이는 것을
가족 배경에 그 이유가 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었다. 대체로 자기 성적에 대해서 크게
불만족하지 않으며, 부모 역시 학업성적에 대해 관심은 있으나 적극적인 개입을 하지 않
으며, 학업에 관한 열의나 의지가 강렬하지 않다. 성적이 낮은 학생들은 낮은 대로 크게
개의치 않고, 성적이 높은 학생들은 그 이상을 추구하는 경향이 적다. 전반적으로 성적에
크게 연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시험을 위한 공부,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공부
가가중학교 학생들에게 공부는 학생이어서 어쩔 수 없이, 싫어도 억지로 해야 하는 것
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2018년 여름 인터뷰에서 모정음에게 공부란 자신에게 무엇
인지 묻자 “학생이니까 하는 거”라는 답이 나왔다. “학생이 직업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해
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학생이 아니라면? 모정음은 이렇게 말한다. “솔직히 공부 누
가 재밌어서 해요. 다 그냥….” 박혜연에게도 2018년 여름에 같은 질문을 던졌다. 자신에
게 공부란 무엇인지 묻자, “일단 하고 싶은 게 없으니까 해 보는 거.”라는 답이 나왔다.
“나중에 하고 싶은 일 생겼을 때 못할 수도 있잖아요. 성적 때문에 대학을 못 가거나 해

서. 일반고를 어차피 갈 건데, 그래서.” 결국 공부는 하기 싫어도 어쩔 수 없어서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때 학생들이 말하는 “공부”란 시험성적과 직결되는 것으로, 결국 시험을 통
해 평가받기 위한 공부를 의미한다. 시험과 무관하게 무엇인가를 배우고 알아가는 과정
에서 느끼는 즐거움에 대해 물으면 대체로 그 즐거움에 대한 본능적인 감각을 표현하고
있었다. 특히 몇몇 교과목의 경우 수업이 재미있고 즐겁다고 여러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수업내용을 시험을 통해 평가하기 때문에 그
평가를 위해 “공부”해야 하는 것이 싫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학생들의 태도는 가령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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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은 재미있는데 역사를 못한다는 자기평가, 혹은 시험과 수행평가의 대비를 통해서도
잘 드러나고 있었다.
2018년 여름 인터뷰에서 모정음에게 공부를 하다보면 느껴지는 재미에 대해서 묻자
“알아 가면” 느끼게 되는 “아는 재미”는 있다고 답했다. “수학도 어려운 문제 풀다가 딱

내 힘으로 풀리면 되게 뿌듯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공부가 좋은 것은 아니다. “다른
것도 외우고 문제 맞는 것 보면 뿌듯함은 느낄 수 있는데, 그래도 하기는 싫어요.” 그렇
다면 재미있는 수업은 없는지 묻자 “역사는 재밌는데 못해요, 역사를.”이라고 답한다.
“그니까 듣는 건 재밌는데 외우는 걸 싫어해서.” 시험 때가 되면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재미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수행평가는 외우지 않아도 돼서 낫지만 시험은 외우는 게
싫다.
2018년 여름 인터뷰에서 박혜연 역시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역사는 그냥 수

업 시간이 제일 재밌어요. 샘이 약간 진도만 나가는 게 아니고 그 진도랑 관련된 얘기,
흐름. 그런 걸 얘기해 줘서, 얘기처럼 느껴져서 재밌어요. … 근데 따로 혼자서 외울 때는
싫어요.” 결국 시험이라는 평가방식이 배우는 재미를 앗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야기는 여러 학생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등장했다. 과목에 따라서 수업은 재미있지
만 시험을 보기 위해 해야만 하는 암기식의 공부가 싫다는 것이다. 이석훈 역시, “수업은
좋은데 공부가 좋은 건 아니”라고 말했다. 시험공부가 아닌 그냥 공부라면 어떨지 질문하
자 이석훈은 “재밌을 것 같아요”라고 답했다. “배우는 거 다 시험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를 공부시키려는 게 아니고 시험 보려고.” 김성문에게 공부가 재미있을 때가 없는지
물었을 때도 자신이 재미있어하는 수업을 지목하였다. 그러나 수업은 재미있어도 공부는
싫다는 것이다.
결국 가가중학교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학업에 대해 관심도가 낮은 이유를 학생들의 요
인으로만 설명할 수는 없다. 연구 참여 학생들에게 좋아하는 과목을 물었을 때 대체로 공
통적으로 나오는 답이 있었는데, 그 이유로 과목 자체의 특성에 더해 교사의 요인을 꼽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이처럼 재미있게 수업을 듣는다고 해도 결국 해당 교과목에 대한
평가는 시험으로 이루어지고, 시험을 통해 이루어지는 평가의 대부분이 암기와 관련된 것
인 한 교과목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학업에 대한 긍정적, 적극적 태도로 이어지기는 어렵
다. 이는 학생들이 시험보다 수행평가를 선호한다고 답한 주된 이유이기도 하다. 즉 수행
평가 자체에 대한 선호라기보다는 암기 위주의 시험에 대한 불만이라고 볼 수 있다.
70

Ⅳ. 중학교 3학년의 생활과 진로

3) 지역 및 기타 생활

전반적으로 높은 사교육 비중
가가중학교 대부분의 아이들은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형태의 사교육을 경험
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사교육을 받지 않거나 매우 제한된 사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도
있지만, 대체로는 광범위하게 사교육을 받고 있었다. 특히 고교 진학을 앞두고서는 본격
적인 입시 사교육에 진입하는 학생들이 많았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에서 고등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으로 옮기고, 인근 지역에서 힘들다고 소문난 학원에 등록하
기도 하고, 기타의 경우에도 사교육 기관에서 보내는 시간이 매우 많아진다. 물론 큰
변화가 없는 학생들도 있지만, 대체로 일반고 진학생의 경우 사교육은 보편적으로 나타
났다.
애들이 지금 모든 애들이 학원을 다니고 있거든요. 조사해보면 다 학원을 다녀요. 옛날에는 학원을
다닌 자와 안 다닌 자로 나눴다면 지금은 다 다녀요. 근데도 성취도나 이런 걸 보면 떨어져 있거든요.
(중략) 저도 그 문제점을 찾고 있어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그랬더니 여기 선생님들은 애들이
학원가서 논다는 거예요. (교사 가3, 2018)

위의 교사의 말처럼 학생들이 학원은 일반적으로 다 다니지만, 사교육으로부터 효과를
얻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점을 확인해볼 수 있었다. 비슷한 맥락에서 박혜연은 학원에
다닐 때 학원의 수업 분위기 자체가 학업에 열중하는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2018
년 여름 인터뷰에서 박혜연은 학원을 다니면서 실제로 공부하기는 힘들었다고 이야기했
다. “학원 애들이 좀 시끄러웠어요. 공부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학원 애들도 시끄럽고
장난도 많이 치고 그래서. 딱히 생각 없이 다니다 보니까. 학원에서는 집중이 안 되는데
학원 갔다 오면 ‘학원 갔다 왔으니까 됐어.’ 이런 생각으로 안 해서.” 그러다보니 학원을
다녀도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았다. 결국 다니던 학원을 그만두었다. 그렇다면 그 전까지
시끄러워서 집중이 안 될 정도인데도 학원을 계속 다닌 이유가 무엇인지 묻자 박혜연은
“그래도 뭔가 학원 다니면 마음이 편하니까.”라고 답했다.

많은 학생들이 학원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은 학원을 다니지 않는 학생들에게 부담을
야기한다. 물론 학원에 다니지 않는 학생들도 있는데, 학생 자신의 주관에 의한 경우가
많았다. 성적이 매우 높은 모정음의 경우 학원이 공부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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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면서 집에서 혼자 공부하는 사례였고, 조상철의 경우 역시 학원이 별로 효율이 없
다고 얘기하면서 필요한 과목만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수강하고 있었다. 과학고등학교를
목표로 장기간 사교육에 매진하다가 중학교 3학년 올라가면서 사교육을 포함해 모든 공
부를 중단한 민경원의 사례도 있었다. 그러나 그 외의 경우, 대체로 정도의 차이와 종류
의 차이는 있어도 사교육을 받는 것은 일반적이었다. 사교육을 받느냐의 여부보다는 어
떤 사교육을 받는가의 차이가 오히려 더 크게 나타났다.
다양하면서도 단조로운 여가 및 취미생활
가가중학교 학생들은 학업에 대한 관심도가 낮은 대신 다양한 취미생활을 가지는 경우
가 있다. 여학생들의 경우 가수나 연예인에 대한 팬덤으로 공연 관람이나 팬클럽 활동을
하기도 한다. 모정음의 경우 용돈을 모아서 혼자 콘서트에 몇 차례 가기도 했다. 2018년
여름 인터뷰 때도 일주일에 1만원씩 받는 용돈을 모아서 58,000원짜리 티켓을 구입해서
혼자 콘서트에 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왜 혼자 가는지 묻자, 티켓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친구에게 같이 가자고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특이한 취미생활을 가진 학생들도 꽤 있다. 김성문의 경우 건담이나 프라모델에 대한
관심이 매우 많고, 유튜브에서 관련된 영상을 보는 것이 중요한 취미생활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취미생활을 위해서는 비용이 많이 든다. 김성문은 한 달에 2만원 용돈을 받고
있어 교통비를 제외하고 남는 1만원으로는 자신이 갖고 싶은 수집품을 구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지만 부모님이 반대하셔서 그마저도 여의치 않
은 것이 속상하다고 말했다. “알바하고 싶은데 엄마가 내년돼도 알바를 안 시켜주신대
요.”라면서, 그 이유를 묻자 “몰라요. 공부하래요. 공부 안 할 건데.”라고 답했다.
이와 같이 비교적 다양한 여가 및 취미생활을 하는 반면 일상생활은 단조로운 편이다.
대개의 학생들이 학교가 끝나면 학원에 가거나 집으로 가서 남는 시간을 대체로 핸드폰
을 보면서 보낸다. 김성문에게 하루 일과를 묻자 “학교 끝나면 집 가서 책 읽고 핸드폰하
고밖에 안 해요.”라고 답했다. 그러나 ‘핸드폰밖에 하지 않는다’고 말하기에는 핸드폰을
통해 접하는 세계가 다채롭다. 위의 김성문의 사례처럼 건담이나 피규어에 관한 영상을
시청하기도 하고, 게임을 하기도 하고, 일본 애니메이션을 보기도 하며, 또는 이석훈이나
민경원의 사례처럼 과학 관련 동영상을 보기도 한다. 모정음의 경우 해외의 패션 유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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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을 시청하고, 모정음의 경우 ASMR 채널을 보고 랩 음악을 들으며, 김지연의 경우
음악을 듣고 영국 배우에 관한 뉴스를 검색하거나 국내 아이돌 팬클럽 활동을 하기도
한다.

함께 놀지만 학업에 자극을 주지는 않는 친구관계
중학교 입학 이후로 가가중학교 학생들에게 친구관계의 비중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부모를 포함한 가족관계보다 친구관계의 중요성이 더 크게 인식되어가며, 친구들과의 대
면적 상호작용이나 온라인을 통한 상호작용의 빈도와 의미가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가가중학교 학생들의 친구관계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대개의 또래 학생들과 큰 차이가
없다. 남학생들은 게임을 하거나 축구를 하면서 친해지는 경향을 보인다. 여학생들은 친
밀성에 대한 요구와 기대가 남학생에 비해 훨씬 높으며, 그렇기 때문에 친구 관계에서
나타나는 갈등의 빈도와 강도 역시 더 높다. 구분 짓기의 경향이 크고, 이합집산의 현상
이 나타나기도 한다.
여학생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갈등은 친구집단 내에 큰 영향을 미치고 갈등이 격화되기
도 하다가 다시 해소되는 등의 과정을 거친다. 이처럼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친구관계의
양상 외에 가가중학교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점을 꼽자면, 친구관계를 통해 학업에 자
극을 주거나 받는 경우가 없다는 점, 오히려 학업에 대한 의지를 완화시키는 효과가 나타
난다는 점이다.
흔히 말하는 진로포부 혹은 학업포부에 있어 친구관계가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는 가가
중학교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양상이다. 예를 들어 김지연의 경우 학업성취도가 높고
성적이 우수한 편이지만 특목고나 자사고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으며, 일반고 중에서
지망하는 학교를 선택하는 과정에서도 학업분위기가 상대적으로 좋고 입시 실적도 좋으
며 내신경쟁이 상대적으로 치열한 학교를 제외시켰다. 이에 대해 김지연의 담임교사는
안타까움을 표시하면서 그 원인을 친구들의 영향에서 찾고 있었다.
지연이는 분명히 △△중학교[학구열 높은 지역의 학교]에 다녔다고 하면 상황이 달라졌을 거예요. 저
는 장담하거든요. 근데 그 주변에 친한 친구들이 공부에 욕심이 없어요. (중략) 자극도 주고 생각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 하는… 친구들 중에서 영향력 있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변화를 줄 수 있는 친구
들이 없어요. 그래서 만족하는 것 같아요. (교사 가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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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 참여한 가가중학교 학생들 중 가장 성적이 좋고 학업에 대한 의욕도 많은 모정
음은 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겨울방학동안 수학을 공부하기 위해 강남에 위치한 학원에
다녔다. 고등학교 입학 전 인터뷰에서 강남 지역의 학원을 다닌 소감을 묻자 “진짜 그
공기가 달라요.”라고 답했다. “여기 [가가중학교 지역] 는 진짜… 아니, 물론 여기도 좋은
데, (중략) 지하철 타고 내리면 ‘하…’ 하고 여기 사람들이랑 저기 사람들이랑 분위기가
너무 다르니깐 좀 놀랐어요. 진짜 많이 놀랐어요.”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다. “아무튼 넓게
넓게 봐야 될 거 같아요.” 과연 어떤 점이 그렇게 다르다고 느꼈을까? 모정음에게 묻자
“애들 분위기가 달라요.”라고 모정음은 답했다.
[학원에서] 문제 다 풀고 기다릴 때 듣게 되면, 여기 [가가중] 친구들은 “아. 야 나 공부해야 돼.” 하면
“야, 공부하지 마. 네가 뭔 공부한다고 그래.” 이러잖아요. 그쪽[강남] 친구들은 안 그런가 봐요. 그래
서 걔가 “같이 놀자.” 할 때 “나 공부해야 돼.” 이러면 “아. 알았어.” 이러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봤고, 서로에게 공부를 탁 탁 존중해주는 거 같아요. 여기는 “공부해야 돼.” 이러면 “아, 이것만
하고[놀고] 공부해.” 이런 방식인데 그것도 달랐고… (중략) 저는 항상 애들이, … “아, 나 이제 공부
좀 하려고.” 하면 “너 그만해.” 이래요. 제 오직 결과만 보고 “너 공부 잘하잖아.” “안 해도 돼.” 계속
이러니깐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모정음, 2018 겨울)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학교의 백인 학생 비율을 지적했던 콜만
의 연구(Coleman et al. 1966)는 이와 같은 측면을 미국사회의 맥락에서 포착한 것일
수 있다. 학생 구성의 특성은 다른 변수들 이상으로 학생의 성취에 중요한 효과를 발휘한
다는 것이다. 한 학교를 구성하는 학생들의 평균적 특성이 다른 요인과는 독립적으로 학
생 성취에 영향을 준다는 맥락 효과(contextual effect)(김기석, 1987)가 나타나고 있다
고 해석해볼 수도 있다. 이는 단지 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일상적으로 누구와 상호작용하
고 누구를 의미 있는 타자로 전제하며 그들로부터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지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다.

다. 고등학교 진학과 진로의 특징
일반고 진학으로의 무난한 선택
가가중학교 학생들의 고교 진학에서 나타나는 전반적인 특징으로 첫 번째 꼽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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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일반고 진학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영재고나 과학고등학교, 외
국어고등학교 등 이른바 특목고 진학 사례가 매우 드물기도 하지만, 지원하는 학생 수
역시 매우 적다. 2019학년도의 경우 영재고와 과학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 외국어고등
학교를 포함한 특목고 지원자 수는 총 3명이었고 모두 불합격했다. 특성화고등학교 역시
서울 시내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많은 편이라고 교사들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예전에
비해 지원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고교 진학과 관련해서 대체로
일반고 진학으로의 무난한 선택을 하는 양상이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
2019학년도 고교 진학 현황을 대략 살펴보자면 한 학급의 학생 수를 25명 내외로 볼

때 특성화고교로 진학한 학생 수는 학급에 따라 적은 경우 3명, 많은 경우 10명인 경우
가 있었고, 대체로 5~6명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많지는 않지만 고교 진학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즉 학급당 대체로 20명 정도가 일반고로 진학했다고 볼 수 있다. 연구
참여 학생 중에서는 특성화고교 진학생이 2명이었고, 과학고등학교와 국제고등학교에
각 1명씩 지원하였으나 불합격하여 모두 일반고로 진학하였다. 나머지 학생들은 모두 일
반고를 지원하여 진학하였다.
일반고 진학 자체는 중요한 특징이 아닐 수 있다. 그러나 가가중학교의 경우 특목고나
특성화고에 진학하는 비중이 작은 대신 대개가 일반고에 진학하는 이유는 ‘선택하지 않
는 것을 선택’하는 맥락에서 해석해볼 여지가 있다. 예를 들어 2018년 여름 인터뷰에서
모정음에게 지망 고교를 정했는지 묻자 아직 정하지 못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근데
사실 제가 뭔가를 특출하게 잘하거나 ‘아, 이거 진짜 아니면 미치겠다.’ 이런 생각이 없어
서 일반고를 생각하고 있는데 일반고 중에서 어디 갈지는 생각 안하고 있어요.”
이러한 경향은 부모에게서도 역시 나타나고 있었다. 김예슬의 어머니는 2018년 인터
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저희는 잘 모르니까 다른 길을 가게 놔둘 수는 없으니까 두려우
니까 [일반고] 정규 과정 거쳐서 대학교 때 너가 하고 싶은 걸 하라고 권면하는 편이에요.
자기도 이제 겁나니까, 애기니까[어리니까], 뭐 그렇게 하겠다고는 억지로, 억지로 하더
라고요. 근데 공부에 취미도 없고 흥미도 없고 재능도 없고 그래요. 안타깝고 고달프게
고등학교를 지낼 것 같아요.” 결국 “다른 길” 즉 다른 진로에 대한 명확한 전망과 확신이
없기 때문에 다른 선택지가 없는 상태에서 일반고 진학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대체로 이와 같은 이유에서, 즉 무난한 선택 혹은 ‘선택하지 않는 선택’의 맥락에서 일
반고에 진학하는 경향이 강하다. 3학년 담임교사들 역시 비슷한 내용을 공통적으로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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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였다. 고교 진학 관련해서 구체적인 의지를 찾아보기 어렵고, 그런 맥락에서 특성화
고든 특목고든 지원하겠다는 학생이 드물다는 것이다. 진학 관련 상담 시에도 지난 상담
후 상담내용에 따라 진전된 사항을 가지고 오는 경우가 별로 없다고 담임교사들은 이야
기한다.
이처럼 특성화고든 특목고든 어떤 다른 선택지를 선택하지 않는 맥락에서 일반고 진학
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일반고등학교로 진학한다고 해서 선택
의 과정이 없는 것이 아니다. 고등학교를 3순위까지 선택해서 지망하기 때문에, 선택의
과정에서 학생들은 나름의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 개인차가 있기는 하지만 지망 고등학
교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많은 고민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부모와 갈등을 겪는 학생들도
있었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그 과정에서 특히 남학생과 여학생 사이의 성차가 두드러
지게 나타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망 고교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양상은 고교
선택이 학생의 적극적인 선택을 반영하기보다는 소극적인 회피를 반영한다는 점이다. 즉
‘이 학교의 이러이러한 점이 좋아서 이 학교를 지원한다’는 경우보다는 ‘이 학교는 이러

이러한 점이 힘들 것 같아 제외시킨다’는 식의 선택이 일어난다. 교사 가4는 “일반고 원
서 쓸 때 보니 다들 내신이 잘 나오는 게 첫 번째 기준이었어요.”라고 말한다. 즉 내신이
힘든 학교를 회피하는 것이 가장 주된 선택 기준이었다. 일단 대학 진학을 전제로, 내신
따기가 쉽다고 알려진 학교를 선택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양상은 물론 내
신 경쟁이 상대적으로 남학생보다 치열한 여학생들에게서 나타난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
서 보다 구체적으로 다룰 것이다.
특성화고교 진학: 다른 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지만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
앞서 언급한 것처럼 가가중학교는 서울 시내 다른 학교에 비해 특성화고등학교 진학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중학교 3학년 2학기 기말고사가 끝나면
금방 원서 시즌이 오기 때문에, 기말고사가 끝난 후부터 2주에 걸쳐서 한 시간에 2개
또는 3개 학교가 와서 각각의 학교를 홍보한다. 대체로 인근 지역에 위치한 약 20개 학
교가 오는데, 모두 특성화고등학교다. 인문계고등학교의 경우 학생 또는 학부모가 지망
학교를 각각 신청해서 가지만, 특성화고등학교는 직접 가가중학교로 찾아와서 학교를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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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한다.
3학년 담임을 맡고 있었던 교사 가1은 “다른 학교랑 비교하자면 저희 [가가중학교] 는

특성화고 비중이 높죠.”라고 말했다. 특히 교사 가1의 담임 학급은 25명 중 중국 국적
학생 3명을 포함해서 10명이 특성화고에 지원했다. 그밖에는 대체로 한 학급에서 20%
가량의 학생들이 특성화고등학교에 진학하지만, 과거에 비해 특성화고교 지망 비율은 많
이 감소한 편이다. 전반적으로 특성화고교의 인기가 하락하고 있는 추세다. 역시 3학년
담임인 교사 가5는 최근 특성화고등학교 지원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말하면
서, 그 원인을 특성화고등학교의 이미지가 안 좋아진데서 찾았다. 지난 몇 년 간 “특성화
고 관련 사고소식도 많았고, 특성화 지원에 대한 회의론도 많이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 몇 년 간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선호는 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것이 교사들
의 공통된 견해였다.
모정음의 어머니는 중학교 3학년 때 성적이 나오지 않는 딸에게 “이럴 거면 차라리
특성화를 가라.”고 권했다. 2018년 여름 인터뷰에서 모정음은 어머지가 자신에게 고등학
교 진학 후 “공부를 못 따라갈 것 같다.”며 “그냥 조금 빙 둘러가더라도 조금 힘들더라도
너는 내가 봤을 때는 직접 겪어봐야 하는 사람 같다.”는 말과 함께 특성화 고등학교를
추천했다고 이야기했다. “그 말 때문에 특성화를 아예 생각을 안 하다가 생각을 해 봤어
요.” 그러나 특성화고 진학에 대해 아버지가 강력하게 반대했다. “가고 싶기는, 가보고
싶기는 한데 또 아빠랑 엄마랑 의견이 달라요. 그래서 두 분이서 맨날 제 문제인데 이상
하게 둘이 싸워요. 내가 생각해도 되는데 자꾸 둘이서 싸우니까 그것 때문에 짜증나더라
고요.” 아버지는 공부를 안 해도 괜찮으니 일반고에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아빠는 ‘그냥
일반고, 공부 안 해도 일반고 보내라. 어차피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만 보고 고2부터는
그냥 알아서 하게 할 거다.’ 엄마는 ‘애초에 그럴 거면 애 직장도 못 다니게 특성화 안
가고 일반고 가게 하냐.’고 그렇게 얘기하고.”
교사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런 일들은 가가중학교에서 종종 나타나는 현상이다.
2018년 겨울 인터뷰에서 중학교 3학년 담임인 교사 가3은 현재 가가중학교 부모님들이

대체로 40대 초중반으로, “정상적으로 결혼을 하셔서 아이를 딱 낳은 그 연세라서 그런
지 특성화고 가는 걸 상당히 반대하세요.”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특성화고를 선택하는 학
생들은 왜 특성화고를 선택할까.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 중 특성화고로 진학한 2명의 학
생들은 상반된 양상을 보여준다. 김성문은 중학교 1학년 인터뷰 때부터 꿈이 시인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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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 학생이었다. 중간에 유튜버가 되고 싶다고 하기도 했고, 랩을 하고 싶다고 하기도
했다. 그래도 일관되게 시인이 되고 싶어 했지만 그것을 직업으로 삼아 생계를 유지할
수는 없을 것 같아 게임 분야에서 일하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으로 특성화고에 지원했다.
그러나 특별전형에 지원했던 특성화고는 불합격하게 되었고, 일반전형으로 다른 특성화
고에 지원해서 진학하게 되었다.
김성문의 경우 특성화고로의 진학 결정은 사실상 자신의 진로에 대한 비교적 구체적인
구상이나 적극적인 선택에 기초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일반고에 진학하고
싶지 않은 부정적인 선택의 성격이 훨씬 크다. 2019년 2월 인터뷰에서 김성문에게 특성
화고를 진학하겠다고 결정한 것이 언제부터였는지 묻자 “그냥 일반고는 별로 관심이 없
어서, 계속 그냥 ‘특성화고 가야겠다. 특성화 가야겠다.’ 그랬어요.”라고 말했다. 김성문
은 학업에 관심이 없고 학교생활에도 소극적인 학생이다. 입학을 한 달 앞둔 시점에서
기분이 어떤지 묻자 “교통비를 좀 쓰기 싫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줄일 수 있을까 계속
고민 중이에요.”라고 답했다.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가장 큰 고민은 학교생활이나 진로
에 관한 것이 아니라 교통비를 아끼는 문제였다.
반면 이승일의 경우 특성화고로의 진학을 적극적으로 선택한 사례다. 그러나 여기서
적극적 선택의 주체는 학생 자신보다는 어머니였다. 이승일의 어머니는 자녀의 진로나
학업에 대해 관심을 많이 기울이며, 구체적인 조언과 독려를 하기도 하고 선택과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편이다. 이승일의 가족은 초등학교 저학년 시점까지 수도권 신
도시에서 안정된 중산층의 삶을 살고 있었으나 파산 후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부모님이 모두 일하고 계시고 어머니도 늦게 퇴근하셔서 잘 챙겨주지는 못하
나, 학업과 진로에 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특성화고 진학 역시 어머니가 결정한 것이었다. 어머니는 특성화고로의 진학 뿐 아니
라 구체적으로 어느 고등학교, 어느 학과에 지원할 것인지까지 먼저 알아보고 결정해주
었다. 이승일은 어머니의 결정에 따라 경쟁률이 높은 특성화고등학교의 특별전형에 지원
해서 합격했다. 2019년 2월 인터뷰에서 이승일은 “엄마가 대단하죠.”라고 말하면서 “그
냥 조언 다 해준 거잖아요. 저희 [형제] 는 앞으로만 가면 되잖아요. 그리고 어딜 가야
할 지 몰랐는데 엄마가 딱 여기, 가장 좋은 길인지는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좋은 길. 여기
딱 알아냈잖아요.” 그래서 이승일은 “엄마가 신중하게 골랐으니까 가장 1등인, 1등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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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어도 탑 파이브는 들 것이다 생각”한다고 말한다. “어디로 갈지 몰랐는데 엄마가 좋은
길이다고 딱 정해줬으니까 저는 믿고 가면 되니까 엄마가 엄청 고맙죠.”
고교 진학에 관한 고민: 남학생과 여학생의 차이
결국 약 20%의 학생들은 특성화고등학교로 진학하고, 나머지 80%의 학생들은 무난하
게 일반고 진학을 선택하는 것이 가가중학교의 특징적인 양상이었다. 그러나 앞서 언급
한 것처럼 일반고 진학으로 선택이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 3순위까지 지망학교를 결정해
서 제출하기 때문이다. 고등학교 진학 과정에서 가가중학교 학생들 사이에서 나타났던
흥미로운 현상은 남학생들의 경우 큰 고민 없이 인근의 사립고등학교를 지망하는 반면
여학생들이 학교 지망에 대한 고민이 컸다는 점이다.
남학생들이 남자고등학교를 선호하는 것은 최근 들어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양상이다.
남학생들은 여학생들에 비해 내신이 불리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남녀공학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그렇기 때문에 남자고등학교 중에서 각자의 선호에 따라 비교적 쉽게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가가중학교의 경우 인근에 사립 남자고등학교들
이 여럿 위치하고 있어 남학생들은 진학에 큰 고민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 반면 여
학생들의 경우 고등학교 진학과 관련해서 고민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좋은 학교로 알려진 사립 여자고등학교들이 인근에 있지만, 여자고등학교는
내신 따기가 힘들다고 알려져 있어 내신 부담이 크고, 반면 인근의 공립 남녀공학 고등학
교들은 내신 따기는 쉽지만 평판이 안 좋고 대입 실적이 매우 열악하기 때문이었다.
2018년 여름 인터뷰에서 모정음이 지망 고교를 정하지 못했다고 하기에 연구자가 일

반고 중에서 어디 갈지 정하는 것도 많이 힘든지 묻자 모정음은 이렇게 말했다. “근데
일반고도 근데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여고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애들 가는 것도 있고.”
즉 여자고등학교와 남녀공학 사이에서의 선택이 쉽지 않은 결정이라는 것이다. 이에 더
해 “애들 가는 것” 즉 친구들의 선택도 크게 영향을 미친다.
결국 여학생들에게 있어 지망 고등학교 결정은 자신이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와 강하게 결합하는 양상을 보였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2018년 여름 인터
뷰에서 박혜연에게 학교를 정했는지 묻자 “아뇨, 여름방학 때 알아봐야죠, 뭐.”라고 답하
면서 “근데 어차피 일반고 갈 거라 다 거기서 거기 아니에요?”라고 연구자에게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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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고 중에서도 결정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있지 않느냐고 이야기하자 “일단 여고는 다
제끼고 볼 거고요.”라고 답한다. 이유를 묻자 자신은 여자고등학교에서 못 버틸 거라고
말했다.
너무 빡세요. 제가 거기서 못 살아남아요. (중략) 일단 공부하는 분위기가 너무 잡혔는데, 저는 공부하
는 분위기가 잡혀도요, ‘어차피 쟤네가 저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못 따라잡을 거 그냥 포기하고 말지.’
이러고 오히려 안 해버려서. 딱히 신경 안 쓰고. 지금 성적으로 여고 가서 못 버텨요. (박혜연, 2018
여름)

그러나 박혜연이 여자고등학교의 내신경쟁에 대한 공포 때문에 인근의 공립 남녀공학
고등학교를 가겠다고 하자 어머니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하게 되었다. 인근의 공립 남녀
공학 고교는 평판이나 대입 실적이 매우 안 좋은 학교들이기 때문이다. “엄마가 B고랑
C고 가면 죽여 버린대요.” 2018년 여름 인터뷰에서 박혜연은 이렇게 말했다. “엄만 자꾸

여고를 가래요. 공부하는 분위기 잡혀있는 데 가라고. 근데 몇 년 동안 봤으면서 날 그렇
게 모르나? 진짜 그냥 안 될 것 같으면 포기하고 마는 게 제 성격인데 엄만 그걸 모르나
봐요.” 결국 고등학교 선택에 있어 학생 자신의 의지가 매우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의지의 이면에 강력하게 자리 잡은 것은 여자고등학교의 치열한 내신 경쟁을 회피하겠다
는 동기였다.
미래에 대한 기대와 불안: 고교 진학 그리고 그 후
중학교 3학년은 고등학교 진학을 목전에 둔 마지막 학년이고, 고등학교 진학은 학생들
에게 있어서 대학 진학이나 이후의 진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기대 또는 불안이 점점 커져가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가가중학교 학생들은
중학교 3학년 기간의 인터뷰에서 대체로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불안감을 토로했다. 고등
학교 입학 직전인 2018년 겨울 인터뷰에서 특성화고등학교에 진학한 이승일에게 고교
진학을 앞둔 기분을 묻자 “다 고민이에요.”라고 답했다. 고민의 내용을 묻자 거의 모든
것이 고민이라는 듯 이렇게 말한다. “들어와서 친구 어떻게 사귈까, 공부 어떻게 해야
될까, (중략) 선생님은 착할까 나쁠까.”
박혜연은 중학교 3학년인 2018년 여름의 인터뷰에서 이야기하던 도중에 문득 깊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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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을 쉬었다. 왜 한숨을 쉬는지 묻자 “아직 딱히 정해진 게 없어서” 고등학교에 가는 게
싫다고 말했다. 고교 진학을 대학 진학이나 진로와 관련지어 생각하면서 박혜연과 같은
불안감을 강하게 느끼는 학생들이 종종 있었고, 고교 진학이나 진로를 앞둔 불안감은 가
가중학교 학생들 여럿에게서 공통되게 나타나고 있었다. 모정음 역시 3학년이 되고 난
후 “고등학교 가야된다는 것도 싫고 아직 꿈도 못 정한 것도 싫고”, 그러다보니 “계속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모정음은 3학년이 되어 학교생활이 좋기는 하지
만 학교를 1년 쉴까 하는 생각을 가져볼 정도로 고교 진학이나 진로와 관련해서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 이와 같은 불안감으로 지망 고교를 선택하는 시점에서 크게 고
민이나 갈등을 겪기도 한다.
중학교 3학년인 2018년 여름 인터뷰에서 김지연에게 고등학교를 어디로 갈지 결정했
는지 물었을 때 김지연은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했다. 인터뷰에서 항상 자신의 의사를
잘 표현하고 자연스럽게 대화에 참여하는 학생이었으나, 고등학교에 대한 질문에는 웃으
면서 침묵하거나 명확한 답을 하지 못했다. 중학교 1학년 때는 외국어고등학교 진학도
고려했던 학생이었으나 외고와 일반고 중에서 선택했는지 물어도 답을 하지 못했다.
“어…. 어…. 모르겠어요.”라고 말하거나 “어…. 중학교는 그냥 생각 없이 배정 되는 대로

왔는데 고등학교는 정해야 되니까 잘 모르겠어요.”라면서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학교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위기의 학교를 가고 싶은지
묻자 “완전 노는 애들이 덜 있는 분위기”의 학교를 가고 싶다고 답했다. “여기 [가가중학
교] 보다는 조금 더 빡세야겠죠.” 그렇다고 해서 아주 “빡센” 학교는 싫다고 했다. 김지연
의 담임교사인 교사 가4는 인터뷰에서 김지연은 “이 아이의 성적이면 저는 한양외고? 대
원외고는 빼놓고 나머지 5개 쓸 만 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안 쓰고….”라면서 아쉬움을
표했다. 일반고등학교 원서를 쓸 때는 “이 지역 여고 중에서는 D여고가 가장 좋거든요.
근데 1지망을 D여고를 썼다가 다시 E여고로 바꾸더라고요. 엄마에게 울면서 전화해서
1지망을 E여고로 쓰고 2지망을 D여고로 바꾸고 싶다고….” 이어서 교사 가4는 이렇게

덧붙였다. “공부욕심이 있는 아이라면 조금 더 좋은 교육환경이 갖춰져 있는 곳에서 좀
더 열정을 갖고 있는 아이들 틈바구니 속에서 경쟁하고 싶은 욕심도 있을 텐데 이 친구는
또 그렇지 않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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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연한 미래, 꿈이 아닌 꿈: 낮은 진로포부
가가중학교 학생들의 진로와 관련해서 교사들은 학생들이 대체로 회사원이나 공무원
같은 답을 말하는 경우가 많다고 이야기했다. 가령 교사 가4는 가가중학교 이전에 근무
했던 부유층 거주지역의 중학교의 경우 학생들의 장래희망을 보면 “워낙 고학력 학부모
들이 많다 보니 의사가 한 반에 5명 정도, 그리고 교수, 뭐 물리학 교수 그리고 법조인”
이었다고 말한다. “회사원 그런 건 거의 없어요. 거기에 착실하고 모범적인 여학생 중에
중고등학교 교사로 쓰는 친구들 1, 2명이고 나머지 다 그 세 종류”, 즉 의사와 교수, 법조
인이었다는 것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가가중학교의 경우 “상담하면 꿈이 없다는 애들이
많아요. 그냥 평범하죠. 회사원이나 공무원….”이라고 교사 가4는 말한다. 학생들의 학습
의욕에 대해 이야기하면서도 학생들이 자기 성적에 만족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를 하
면서 이렇게 덧붙였다. “꿈도 원대하지 않고….”
교사 가3 역시 이전 근무지 학교와 비교하여 가가중학교 학생들의 진로 희망에 대해
기술한다. “[이전 학교에서는] 다양했어요. 꿈도요. 예를 들면 비보이 이런 거 하고 싶어
하는 애들이 있었고, ‘그게 배고플 것 같지 않니?’ 하면 그건 나중에 생각 할 일이라고
하고.” 그러나 가가중학교에서는 그와 같은 사례를 찾기가 힘들다. “[예전 학교에서는 학
생의 꿈이] 꼭 공무원이 아니었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나는 뭘 하고 싶은지, 중학교 3학
년 쯤 되면 생각이 없어 보였던 학생들도 자기 꿈 적어낼 때 되게 감동스러웠거든요. 예
를 들면 아까처럼 ‘쟤 생각이 없는 아이 같아.’, ‘무슨 생각을 하고 살까?’ 하고 걱정한
아이들조차도 나는 할 게 없어서 공무원을 한다든지 이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가가중학
교에서는 장래희망을 공무원이라고 말하는 아이들이 “절반 이상”이다. 재직했던 학교들
중에서 “진로 희망 쓸 때 공무원이 제일 많은 곳이 여기에요. [이전 학교들은] 이렇게 많
지 않았었어요.” 그 이유를 짐작해보면서 교사 가3은 이렇게 덧붙였다. “그러니깐 안정적
인 것. 그냥 도전하고 싶은 마음자체가 무기력한 게 있어요. 부모님도 그러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정말 공무원이나 회사원이 가가중학교 학생들의 “꿈”이라고 할 수 있을까?
우리가 흔히 일상어에서 사용하는 “꿈”이라는 단어를 개념적으로 해석했을 때, 가장 중요
한 특징은 그 시간성의 차원에 있다. 꿈은 “‘아직-아님(not-yet)'의 시간을 실천의 시간인
현재 속에서 활성화”시킴으로써 행위자의 “심적 에너지를 발동시키고, 그들을 움직이게
하고, 그들의 능력을 특정 방향으로 동원해 현실화시키는 힘을 발휘한다.”(김홍중,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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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는 점에서 중요한 사회적 의미를 갖는다. 즉 현재에 미래를 삽입시킴으로써 행위의

방향과 의미를 결정짓고 행위의 속성을 구성해내는 것이다. 가령 꿈이 비보이인 중학생
은 출중한 비보이가 되기 위해서 학교 공부는 뒷전이더라도 춤을 열심히 연습할 것이다.
꿈이 의사인 중학생은 의과대학으로 진학하기 위해 준비할 것이고, 의과대학의 입시전형
에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또한 이과에서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수학과 과학 과목 공부
에 매진할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진로를 공무원이나 회사원이라고 말하는 학생이 공무
원이나 회사원이 되기 위해 현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실천을 하게 될까?
즉 공무원이나 회사원이라는 장래희망은 ‘안정적인 삶’에 대한 선호를 표현하기는 하
지만, 미래에 대한 정향을 현재 중학생의 삶에서 구체적 행위에 투영시키는 효과, 즉 수
행성을 직접적으로 가져오지는 않는다. 가가중학교 교사들이 다수의 학생들이 공무원이
나 회사원을 자신의 꿈이라고 말하는 가가중학교 학생들에 대해 ‘꿈이 없다’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즉 미래에 대한 어떤 지향이 현재의 삶에 구체적 영향을 미치고 있
지 않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를 찾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
만, 많은 학생들이 개인차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미래에 대해 가지는 감정에서 그 이유를
추론해볼 수는 있다. 가가중학교 학생들이 자신의 미래와 관련해 느끼는 감정으로 가장
많이 표현한 것은 일종의 불안이었다.
2018년 여름 인터뷰에서 박혜연에게 장래나 진로 등에 대해 생각하면 어떤 기분이 드

는지 묻자 “막막하죠.”라고 말한다. 그 이유를 묻자 “하고 싶은 게 없으니까. 말 그대로.”
라고 답했다. 기대되는 감정은 전혀 없고 불안한 마음만 있다는 것이다. 장래에 대한 불
안과 복합적인 감정은 대체로 가가중학교 학생들에게서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양상이었
다. 장래를 생각하면 어떤 기분이 드는지, 박혜연에게 던진 질문과 동일한 질문을 2018
년 여름 인터뷰에서 김성문에게 던졌다.
김성문: 글쎄요. 여러 감정이 드는데…
연구자: 그 드는 감정 하나씩 얘기해봐. 서로 모순되는 거라도.
김성문: 복잡하기도 하고 기대도 있지만 고민? 그냥 뭐 한 공간에서 여러 밧줄을 당겨보고서 맞는 걸
당겨, 당겨지는 것을 당기는 느낌이랄까? … 중요한 건 근데 지금으로서는 아무것도 당겨지지
가 않아서… 하아… (2018 여름)

역시 동일한 질문을 이석훈에게 던졌다. 이석훈은 “아직 실감이 안 나서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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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답했다. 막연하게나마 불안감이나 기대감 같은 게 없는지 묻자 “불안한 건 직업을
못 얻는 거.”라고 말했다. 아직 중학교 3학년 여름을 지나고 있을 뿐이지만, 직업을 못
얻을까봐 불안하다는 것이다. 미래에 대한 이와 같은 불안은 앞서 언급했던 가가중학교
학생들의 전반적인 무기력과도 관련지어 해석해볼 수 있다.
[초등학교] 애들은 좋아하는 게 뭔지 잘 모르잖아요. 구체적으로 이걸 직업으로 갖는다고 생각하기 보
단 초등학교 때 꿈이 오늘은 대통령이 되고 싶고 내일은 과학자가 되고 싶다가도… 중3 정도 되면
‘아, 나는 기계 쪽이 더 좋은지 언어 쪽이 더 좋은지’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봐요.” 라고
말한다. 중학교 3학년 정도가 되면 “저희가 흔하게 말하는 문, 이과 체질이 어떤 건지 정도는 알고,
그 다음에 만약에 요리를 좋아한다면 ‘나 정말 요리하는 게 행복하더라.’ 그러면 나는 대학공부를 할
건지 요리로 특성화고를 갈 건지 이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생각을 조금 할 수 있어요. (교사 가3,
2018)

진로나 진학에 대한 지도 역시 위의 인용문에서 언급된 개인의 성향을 전제로 이루어
진다. 그런데 학생들이 점점 자신의 성향에 기반한 진로 결정을 잘 내리지 못한다. 가가
중학교 학생들 사이에서도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진로에 대한 결정에 소극적인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고 교사 가3은 말했다. “어떤 특정인 1인의 얘기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
런 것 같아요.” 교사 가3은 이러한 특징을 시간에 따른 추세와 가가중학교의 현상을 결합
시켜 해석하고 있었다. 가가중학교 안에서도 진로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가 최근으로 올
수록 더욱 강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미래와 연결되지 않는 현재
그러나 모든 가가중학교 학생들에게 꿈이 없는 것이 아니고, 꿈이 전부 공무원이나 회
사원인 것도 아니다. 가령 김성문은 초등학교 때부터 줄곧 자신의 꿈이 시인이었고, 중학
교 1학년 첫 인터뷰 때부터 줄곧 그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중학교 3학년인 2018년 여름
인터뷰에서는 음악을 만들어보고 싶다고 했다. “음악 같은 것 만드는 것 있잖아요. 미디
음악. 그런 거 한 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래퍼들이 막 하는 비트 같은 거 만드는 그런
것도 하고 싶고. 랩도 한 번 취미 삼아든 어떻게든 한 번 해보고 싶어요. 엄마하고 ‘엄마,
나 그 랩 레슨 받게 해달라’고도 해봤는데….” 이렇게 음악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학생
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던 텔레비전 프로그램인 ‘고등래퍼’였다. “그냥 애들이 하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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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래퍼, 고등래퍼 하니까 뭐지 싶어서 고등래퍼에 나온 음악 같은 거 한 번 찾아봤어요.
나쁘지 않더라고요, 제가 생각해도.” 평소 하루의 많은 시간을 유튜브를 보면서 지내는
김성문은 음악을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도 검색해봤다.
생각보다 비싸죠. 애초에 프로그램부터가 60 그, 제가 사고 싶은 프로그램이 로직프로엑스인데 그게
67만원 약간 넘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대충 잡아도 30만원이라고 생각하고 모아야죠. 아… 그것
만 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제 건반 있잖아요. 키보드 말고 레코딩, 비트 제작용 건반. 막 옆에
버튼 같은 것도 있고 피아노 건반 같은 것도 있고 그렇게 해서 그것도 사야하고. 마이크도 사야하고.
마이크 필터인가? 그것도 사야하고. 또 이제 오디오 모양 그것도 사야하고. 그래서 그거는 다 제쳐두고
일단은 어… 프로그램만 사도 MR은 만들 수 있으니까. 프로그램만 사려고요. 일단은 프로그램만 하고
있는데 그건 일단 그거 장비들은 제쳐두고 일단 저한테 랩 하는 게 맞는지 알아보고 싶어서 레슨 받고
싶다 한 건데. 근데 이게 또 엄마가 승인을 해주셔야하는 거라서. (김성문, 2018 여름)

김성문은 스스로 랩 음악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기는 하지만 일차적인 장벽은 경제적인
차원에 있었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프로그램을 구입하기가 만만치 않고, 집안 형편상 구
입비용을 지원해주기도 어렵다. 자신이 랩을 할 만한지에 대한 확신도 별로 없다. 그래서
랩 레슨을 받을 수 있을지 어머니에게 여쭈어봤지만 이렇다 할 대답을 듣지 못하고 있었
다. 스스로 소질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보았을 때 김성문은 “글쎄요. 모르겠어요. 저
는 절 평가하지 않아가지고. 누구한테 평가받으면 모르겠는데 스스로 평가는 의미 없다
생각해서.”라고 답했다. 랩 연습을 어떻게 했는지 물어보니 “누구 노래 따라서 집에서 불
러보는 거 하고. 그리고 없어요.”라고 말했다. 경제적 조건에서 오는 제약, 자기 능력에
대한 확신의 결여는 막연히 랩 음악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면서도 이를 위해 몰두하는
어떤 열의를 축소시킨다.
이후 김성문은 중학교 3학년 2학기에 특성화고등학교에 지원해서 진학했지만, 지원 이
전이었던 2018년 여름 인터뷰에서는 고등학교를 어디 갈지 결정하지 못했다고 말했고,
고등학교를 생각하면서 참고하거나 도움을 받는 경우가 있는지 물었을 때 “모르겠어요.”
라고 답했다. 자신이 뭘 해야 할지 스스로 자신이 없기 때문에 도움도 받기 어렵다는 것
이다. “지금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도 별로 모르겠기 때문에…. 막상 고민해도 도움 받을
만한 데가 없죠. 도대체 어떤 걸 해야 할지도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김성문은 시인이
되고 싶다고 오래도록 얘기해왔지만 시인으로 생계를 유지할 자신이 없고, 랩도 마찬가
지다. “랩도 해보고 싶기는 한데 직업으로 하기에는 위태로운 분야니까.”라고 얘기했다.
85

제 1 부: 중학교 3학년의 생활과 진로

시인과 랩 외에도 김성문은 성우나 크리에이터 등 해보고 싶은 일이 많다고 이야기했
다. 하루중 가장 많은 시간을 유튜브를 시청하며 보내기 때문에 대체로 그와 연관된 분야
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가령 성우에 대해 생각한 이유를 물었을 때 김성문은 이렇게 답
했다. “애니메이션을 좋아해서. 애니메이션, 제가 할 줄 아는 것 중에서 애니메이션이랑
연계할 수 있는 게 성우 하는 거 외에는 크게 없는 것 같아서 애니메이션 쪽으로 갈 거면
그 정도 하고….” 그러나 성우가 되고 싶다는 것을 어떤 열의를 가진 꿈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을 것이다. 자신이 일상을 주로 보내는 일본 애니메이션과 관련된 하나의 일로
관심을 가져본 정도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김성문은 이렇게 말한다. “하고 싶은 건 많
은데 그걸 직업으로 연계할 만한 게 많지 않다는 게….”
이석훈은 중학교 1학년 때의 꿈은 프로게이머였고, 2학년 중반부터 패션 디자이너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3학년이 되어서도 패션디자이너를 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기
는 하지만,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밟아야 하는지 알아보거나 하지는 않
았다. 막연하게 대학교를 관련 학과로 진학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정도다.
중학교 1학년 인터뷰 당시 박혜연의 꿈은 애견행동교정가였다. 2학년 때는 스튜어디스
가 되고 싶다고 하기도 했다. 또 파티셰가 되고 싶어서 특성화고등학교를 고려해보고 있
다고 하기도 했었다. 이처럼 구체적인 직업을 두고 다양하게 생각해보기는 했지만 실제
로 어떤 준비를 해보지는 않았다. “원래 애견행동교정가 하려고 했는데, 그건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아직 그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생각보다. 강형욱
그 사람이 제일 유명하긴 한데, 그것만 보고 판단하기에는 너무 영역이 좁은 것 같고.”
스튜어디스를 하고 싶다면 역시 스튜어디스가 되기 위한 과정을 알아보고 그에 맞는 준
비를 해야 한다. 하지만 박혜연은 “스튜어디스를 하고 싶은데 제가 영어를 너무 못 합니
다.”라고 웃으면서 말했다.
이상의 예에서 보는 것처럼, 해보고 싶은 게 많다는 것이 곧 꿈이 많다는 의미는 아니
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꿈은 미래의 시간을 현재에 삽입시키는 행위를 유발한다. 그러나
가가중학교 학생들이 래퍼가 되고 싶다거나 성우가 되고 싶다거나 스튜어디스가 되고 싶
다고 느낄 때, 이와 같은 선호나 막연한 의사는 의미 있는 현재의 실천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의미 있는 인간의 행위에 대해 접근함에 있어 ‘목적’과 ‘수단’의 범주를 고려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는데(Weber, 2002: 84), 이런 측면에서 미래의 어떤 꿈을 일종
의 ‘목적’으로 설정하고 그 ‘수단’으로서 필요한 현재의 의미 있는 행위와 실천이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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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은 가가중학교 학생들이 대체로 일반고를 지원하게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모정음은 특성화고 진학을 고려해보기는 했지만 “생각해봤는데 언니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게 하신 분들도 다시 대학을 갈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길은 아닌가보다 싶어
서” 마음을 접었다고 말한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대학 진학에 대한 불안이 가시지 않는
다. 전공이나 진로에 대해서 막연하기만 한데 꿈을 찾으라는 압박은 점점 더 강해지는
것이다. “아 근데 대학 가기는…. 잘 모르겠어요. 무슨 과 가야될지도 모르고 하고 싶은
것도 아직 없는데 자꾸 꿈을 찾으라고 하니까.”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는 알지만, 노
래하거나 랩 하는 걸 좋아하기는 하지만, 그것을 자기 꿈이라고 말할 수 있는 확신은 없
다. “[꿈을] 미리 찾으면 좋대요. 근데 안 찾아져요. 좋아하는 건 금방 말할 수 있는데
‘이걸로 직장을 가질 수 있냐?’ 하면 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다보니 미래와 진로에 대한

불안은 점점 더 가중되는 것이다.
뛰어나지 않은 성적, 낮은 열망
그렇다면 교사들이 공통적으로 말했던 ‘무기력’의 원인은 무엇일까. 낮은 자신감의 원
인은 일차적으로 학업성적이라고 할 수 있다. 희망하는 진로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적은 자신의 진로의 선택지와 가능성을 제약하는 일차적인 기준이 된다. 가가중학교는
소위 말하는 학군이 좋은 지역이 아닌데다 인근의 고등학교의 입시 실적도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가가중학교에서 뛰어난 성적을 받지 못하는 학생의 경우 대체로 성적에
대한 자기평가가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4년간의 인터뷰를 거치는 동안 모정음은 희망하는 진로가 몇 차례 바뀌었다. 중학교
3학년이 된 2018년 여름 인터뷰에서 연구자가 장래희망에 대해 물으면서 몇 년 전 교사

가 되고 싶다고 했던 이야기를 꺼내자 모정음은 “현실”을 “직시”하면서 아예 고려 대상에
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주지호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줄곧 자신의 꿈이 약사라고 했었
다. 일관되게 약사가 되고 싶다고 말했지만 실제로 약학대학에 대해 알아본다든가 한 것
은 아니다. 다만 약사가 돈을 잘 벌고 안정적인 직업이라는 이야기를 접하면서 막연하게
약사가 되겠다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중학교 3학년 여름 인터뷰에서 장래희망을 물었을
때는 거의 기억도 나지 않는 것처럼 반응했다. 약사가 되겠다는 생각을 왜 버렸는지 묻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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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기 힘들어요.”라고 답했다. 약사 되겠다는 마음이 바뀐 것에 대해 부모님은 어떻게 말

씀하셨는지 물었더니 “그냥 알았다고.” 하셨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진로를 모색한 것은 아니다. 대학을 어떤 쪽으로 가고 싶은지에
대해서도 별 생각이 없고, “그 때 되면 정하겠지”라는 마음이라고 답했다. 나중에 직업을
정할 때 어떤 걸 제일 많이 고려하게 될 것 같은지 묻자 “내가 하고 싶은 거”라고 답했는
데, 특징적인 것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고 이야기하기는 하지만 정작 내가 무엇
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해보지 않는다는 점이다. 주지호에게 공부는 왜 해
야 하는 것인지 묻자 “살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직업을 얻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하니까.”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이 진로나 미래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는 이유
는 직접적으로는 성적 때문이다. 박혜연에게 대학 진학에 관한 생각을 물어봤을 때, 자신
은 “인서울도 못갈 것”이며, “성적이 너무 그냥 완전 바닥”이라고 자책했다.
이런 상황에서 가가중학교 학생들이 높은 진로포부(career aspirations)를 가지리라고
예상하기는 어렵다. 앞서 ‘꿈’에 대해 언급한 바 있지만, 흔히 말하는 ‘꿈’과 유사한 의미
를 내포하면서 교육학이나 심리학 등 경험연구에서 사용하는 진로포부의 개념은 주로 직
업이나 진로, 진학에 관한 열망(aspiration)의 차원을 다루어왔다. 그런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는 바로 이 포부 혹은 열망의 차원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를 두고 “화폐나 관계나 교양의 불평등보다도 오히려 더 심각한 것이 바로 꿈의 불평
등, 즉 그런 자원들을 향한 욕망의 불평등, 그런 자원들을 획득할 수 있다는 희망의 불평
등, 그리고 그런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상상력의 불평등, 상상력을 통해 실천을 수행할
수 있는 마음의 불평등”(김홍중, 2015: 56)이라고 표현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학군이 좋
지 않은 지역에서 뛰어나지도 않은 성적으로 자신이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을지 자신이
없기 때문에 생겨나는 이른바 “성찰적 겸연쩍음”(최종렬, 2018: 60-66)14)이 가가중학교
학생들의 진로에 관한 생각과 감정을 지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가가중학교 학생들의 가족배경은 미래 가지게 될 직업을 상상하는데 적
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가령 김성문은 자신의 꿈에 대해서 막연하게 시인이나 래퍼, 유
튜버 등을 이야기했지만, 아버지가 하는 일을 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곤 했다. “하고
14) “성찰적 겸연쩍음”은 최종렬(2018)의 책 33, 36, 60, 62, 65, 66, 90, 101, 136, 151, 152, 162, 199,
208, 225, 236, 245, 268, 312, 316, 319, 369, 370, 383, 386쪽 등 책 전반에 나오는 용어이나 60~66
쪽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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싶은 건 많은데”, “직업으로 연계할 만한 일”로 생각해본 것은 결국 아버지가 하고 있는
일이다. 김성문의 아버지는 가전제품 서비스센터에서 일하고 계신데, 김성문은 아버지가
하는 일을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서비스업 [가전제품 수리] 하고 랩하고 고민 중인데 이거 [랩] 는 안정적이지 않고 이거 [가전제품 수
리] 는 안정적인데. 이거 [서비스업] 는 조금 몸을 많이 쓰고 하니까는 체력이 약해가지고 이거는 또
제 몸에 안 맞을 수 있고 제 흥미에 안 맞을 수 있는데 이거 [랩] 는 제 흥미에 맞고 몸에도… 아,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흥미에는 맞잖아요. 그게 문제인거죠. 한쪽은 안정적이고 한쪽은 안정적이지
않은데 안정적이지 않은 쪽은 흥미가 있고 안정적인 쪽은 흥미가 없지는 않지만 많지는 않은. (김성문,
2018 여름)

2018년 여름 인터뷰에서 “아빠하시는 일을 그래도 조금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특

성화고에 가서] 공부를 할까 생각하기도 하고…. 그게 아니면 그냥 일반고 갈 텐데.”라고
말했던 김성문은 결국 특성화고에 진학했다. 김성문의 아버지 역시 자신이 하는 일을 아
들이 이어서 해도 된다고 말씀하셨다고 한다. 준비가 필요하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김성
문은 “근데 아빠가 지식 다 필요 없고 취직한 다음에 배워도 된다고.”라고 답했다.
주지호 역시 진지한 대화는 아니지만 종종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아버지의 가게
를 물려받겠다는 농담을 한다. 주지호의 어머니는 2018년 인터뷰에서 “우스갯소리를 지
호가 잘해요. 아빠 가게가 이제 있으니까 (중략) 아빠 가게를 물려받으면 되고, 집은 저기
있는 거 그거 나 주면 되고. 너 그거 무슨 소리니? 그랬더니 엄마아빠 나이 들면 저기
시골 내려가서 살고. 지도 막 웃으면서 이야기해요.”라고 말했다.
이처럼 실제로 부모님이 하시는 일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의 비중이 많다고
가가중학교 교사는 말했다. 이런 분위기에 대해 교사들은 안타까운 감정을 표현했다. 교
사 가4는 이렇게 말한다. “좀 안타깝긴 해요. 충분히 자기의 삶을 개척해나갈 수 있고
또 도전해 봤으면 좋겠는데 그냥 부모님들의 직업세계만 보면서 그게 전부인 양 판단하
고…. LG대리점 이런데 가서 취업해서 전화하면 오는 기사 그런 거…. 뭐 우리 아빠도
하는데 괜찮은 것 같다고 하는 애들도 있고, 알바나 한다는 친구도 있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이전 근무지 학교 학생들과 비교해보면서, 교사 가4는 “수업부터
시작해서 학원, 진로에 대한 고민, 도전하는 것, 꿈. 이런 게 상대적으로 다 떨어져요.
근데 아이들의 순수함은 얘네들이 훨씬 높죠. 순수함은 얘네가 높아요. 나머지는…. (웃음)
안타깝죠. 방법이 없을까요?”라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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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학 결정에 있어 친구의 영향
그런가 하면 고교 진학을 결정하는데 있어 친구들의 영향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가
령 김지연의 경우 부모님이 자녀 학업이나 진학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 아니다. 김지연의
담임교사인 교사 가4는 김지연이 웬만한 외국어고등학교를 진학할 수 있는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의욕이 없다는 것을 안타까워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묻자 적
어도 김지연의 경우 부모님이 그 이유는 아니라고 말했다. 부모님을 직접 만난 적은 없지
만, 진학설명회가 있을 때 어머님이 회사를 조퇴하고 참석하시거나 부모님이 진로교사와
상담을 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김지연이 충분히 높은 성적에도 불구하고 특목
고 뿐 아니라 내신경쟁이 치열한 학교조차 회피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서 김지
연의 담임교사는 “저는 굳이 찾자면 중학교 때 아이들은 부모님보다도 또래집단에 영향
을 많이 받잖아요. 결국에 저는 또래집단의 힘인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교사 가5 역시 가가중학교 학생들의 무기력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던 도중 고등학교 진
학 결정에 대해 말하면서 “자기가 결정을 못해요. 자기가 결정을 못해서 친구 한명이 우
연히 정했으면 그걸 듣고 고치는 일이 많더라고요.”라고 말했다. “12월 10일이 접수면,
제출 했다가도 ‘선생님 잠깐만요. 내일까지 생각해 볼게요.’ 하면서 친구한테 ‘너 어디
가?’ 하면서 지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자기가 정하면 고치는 일이 별로 없었
거든요. 근데 이번년도는 왜 이렇게 고치는 애들이 많은지…. 상담할 때도 또 바뀌고 또
바뀌고…. 그러니 주관이 뚜렷하지 않고.” 진로나 미래에 대한 전망이 구체적이지 않고
불안도는 높으며 부모가 구체적으로 개입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결국 친구들의 영향
을 많이 받게 된다는 것이다.
진학 결정 및 진로에 있어 상대적으로 느슨한 부모의 개입
진학 결정이나 진로에 관해서 가가중학교 학생들에게서 나타나는 전반적인 특징 중 하
나는 부모의 느슨한 개입이다. 이에 대하여 교사들은 부모들의 관심이 거의 없거나 매우
낮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2018년 겨울 인터뷰에서 중학교 3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교사
가5는 학부모들의 낮은 관심에 대해 “이제는 학교에서 설명하기보단 직접 고등학교에 방
문을 다 요청하거든요. 근데 유달리 저희 반 학부모들은 신청 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신기했어요. 그냥 학생만 잠깐 몇 명가서 참석을 하는 정도에서 끝났어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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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들이 자녀를 믿어서 그런 것인지 묻자, 그렇지 않다고 답하면서 연구 참여 학생인
민경원의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한다. “전화통화로 느껴지는 건, 말로 하는 관심 선에서
끝나는 느낌이에요. 고등학교 어디 갈 거야 생각해 보라고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잖아
요. 뭐 인터넷 뒤져봐. 찾아봐. 이런 건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깐…. 네가 가는 거니 네가
결정해. 네가 가는 거 엄마도 따를게. 이런 수준의 응원들인 것 같아요.”
실제로 자녀의 중요한 결정을 자녀의 의사와 선택에 맡기는 것은 가가중학교 부모들에
게서 대체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본인의 인생에 대한 결정을 본인 스스로 내릴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부모의 태도는 자녀의 자율성을 높이는데 매우 중요하고
긍정적인 기제로 작용한다. 그러나 동시에, 자녀의 선호와 의사가 형성되지 않은 경우,
자녀의 주관이 뚜렷하거나 확실하지 않은 경우 이와 같은 부모의 태도는 자녀의 선택과
결정을 계속해서 지연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자녀에게 어떤 의지가 있을 때 부모의
이와 같은 지지는 긍정적인 요소가 되지만, 자녀 스스로가 의지를 결여하고 있을 때 부모
의 느슨한 관여는 자녀의 무기력을 강화시키기도 한다. “엄마, 아빠는 하고 싶은 거 하라
고 하시는데 하고 싶은 게 뭔지를….”이라고 말을 흐리는 김성문에게서 그와 같은 양상은
잘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보자면 어머니가 적극적으로 학업에 개입하고 진로에 대해 조언하는 이승일의
사례는 예외적이다. 이승일의 어머니는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특성화고등학교 진학을
조언하고, 구체적인 학교와 전공학과까지 알아보고 선택해서 알려주었다. 특성화고등학
교의 장점, 특정 학교의 장점, 제도적 혜택, 취업률 등을 확인하고 정보를 종합해서 자녀
에게 알려주는 이승일의 어머니 같은 경우는 가가중학교에서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속
한다. 눈여겨볼 대목은 이승일의 가족은 경제적으로 형편이 매우 어렵지만 파산하기 전
까지 중산층으로 살고 있었던 경우라는 점이다. 또한 어머니의 관심도가 비교적 높고 구
체적인 모정음이나 고선윤의 경우 역시 경제적으로 여건이 나은 편이다. 반면 경제적으
로 어려운 가족일수록 부모의 개입은 낮고 관여가 느슨하게 나타나며 허용도가 높은 편
으로 나타났다. 가가중학교 내부의 편차를 떠나서 전반적인 관여도를 논해본다면 가가중
학교 부모들의 개입과 관심, 관여의 정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낮은 편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91

제 1 부: 중학교 3학년의 생활과 진로

라. 종합
가가중학교 학생들의 중학교 3학년 생활은 이전 시기와 큰 단절이 존재하지는 않았다.
학업이나 성적, 진로에 대한 부모의 개입은 매우 낮은 편이었으며, 따라서 가족은 여전히
정서적, 육체적 휴식의 공간이 될 수 있었다. 부모와의 적정한 거리를 통해 독립성의 영
역을 확보하는 성장의 양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대다수의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편안하게
느끼고 있었는데 이는 학교라는 제도가 요구하는 학업과 성적에 몰입하기보다는 느슨하
게만 관여하는 가가중학교 학생들의 특징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학교생활은 전반적
으로 온순하고 규범적인 양상을 보였으나 학업과 관련해서는 낮은 관심과 높은 정도의
무기력을 보였다. 배움 자체의 즐거움을 완전히 거부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부는 시험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것이었다.
성장기 청소년의 전반적 특징이기도 하지만 친구관계가 미치는 영향은 점점 더 증가하
고 있었다. 가가중학교 학생들의 경우 친구관계를 통해 서로의 학업에 자극을 주는 요소
는 거의 없었다. 학업에 관심을 가지는 학생들의 경우 친구관계에서 학업에 대한 열의가
드러나는 것을 회피하는 경향도 있었다. 사교육의 비중은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몰입도가 높지는 않았으며, 역시 사교육의 경우에도 친구관계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친
구와 함께 학원에 다니면서 친밀도가 높아지기도 했다. 여가 및 취미생활은 다양하게 나
타났지만 그 형식은 대체로 스마트폰을 경유하는 경우가 많았다.
연구에 참여한 가가중학교 학생 중 2명이 특성화고에 진학하고 나머지 12명은 일반고
로 진학했으며, 이는 전반적인 가가중학교 학생들의 진학상황과 일치한다. 학생들은 대
체로 ‘선택하지 않는 선택’의 맥락에서 무난한 선택으로 일반고에 진학했다. 이들은 대학
교 입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고교 진학을 앞두고 가가중학교 인근 지역의 낮은 대학
진학 실적과 자신의 뛰어나지 않은 성적으로 인해 미래에 대한 불안을 강하게 느끼고
있었다. 막연한 진로 때문에 불안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으며, 자신의 진로에 대해 여러
가지 구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었지만 희망하는 진로를 준비하기 위해 현재 구체적
인 실행을 하고 있는 사례는 드물었다. 미래와 연결된 현재의 실천은 단지 주어진 학업
수행을 하는 것 외에는 잘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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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나나중학교

가. 도입
나나중학교는 이전 년도 보고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대도시 중산층이 모여 있는 교통과
편의시설이 발달한 아파트 주거지역에 있는 공립중학교다. 비교적 좋은 지역에 위치한 학
교라 교사들에게도 선호하는 학교에 포함되고 있다. 인근 2-3개 초등학교에서 진학해 온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어 유년 시절부터 알고 지내온 경우가 많으며 학부모들도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온 경우가 많은 지역의 학교라고 할 수 있다(김경애 외, 2018: 144).
나나중학교 학생들의 중학교 3학년 시절부터 고등학교 정착기까지의 성장과정을 담을
본 절에서는 1학년과 2학년에 이미 나타나서 당해년도 보고서에 담았던 특징들 예를 들
어 시행착오 속에서 시험대비 방법 터득, 학교폭력 대처, 스마트폰 활용 여가, 부모와의
친밀한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를 통한 사회성 발달 등은 축소해서 담고 본격적으로 3학
년 생활 및 학습경험의 특징, 그리고 고등학교 진학과정을 포함한 진로의 특징에 대해서
기술하고자 한다.

나. 중학교 3학년 생활 및 학습경험
1) 가정생활

부모의 학교 개입 변화: 무탈한 학교생활을 기원하며 일정 거리 두기
나나중학교 학생들의 가정 분위기는 어린 시절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일관되게 화목
하다. 부모-자녀 관계는 여전히 친근하고 신뢰를 내재하고 있다. 물론 중학생 자녀와 어
른 간에 생활의 우선순위도 다르고 욕구도 달라서 갈등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
기준에서 볼 때 여전히 ‘좋은’ 부모-자녀 관계를 보여준다.
제일 놀라웠던 거는 학년 초에 아이들이 집에 부모님과의 관계를 적는데 거의 90% 이상 사이가 좋아
요. “엄마, 아빠가 잘해주세요.”, “아버지랑 이렇게 놀러 다녀요.” (교사 나8,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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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이 걸려있거나 그러면 다른 친구들이 놀아도 자기는 와야 할 때는 이제 끊고 와요. 그래서 와서
자기가 이렇게 끊고 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냐고 그러고. 안다고, 너무 고맙다 그러고. 또, 좀 늦으면
엄마가 궁금해 하고 걱정할까봐 지금 어디쯤 왔는데 가고 있다고 전화해 주고. 너무너무 감사하죠.
(중략) 말을 하면, 아 그래, 그러면 밥은 얼마고 그 입장료는 얼마일 테고, 놀다 보면 간식도 먹고,
뭐 교통비도 얼마겠구나 그럼 계산해서 주거든요. (황승규 어머니, 2018)

학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관심도 여전하다. 다만 자녀가 어릴 때에는 생활 전반에 대해
서 알고 관여하는 정도가 깊었다면 그 부분은 점점 자녀에게 맡기고 학업에 주 초점을
두는 경향을 보인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자녀가 현재 어느 과목이 부
족한지 살펴보고 선행학습을 위해서 어느 과목을 어느 학원에서 공부해야 할지 등에 대
해서 고민한다.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중학교 3학년이 되면서 학교생활에 대한 관심을 대폭 접었다. 학
교는 수업도 포함되어 있지만 전반적으로 자녀가 생활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자녀들의 생활 전반이 안정되었다고 여겼고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것도
많아졌다고 믿게 되었다. 이러한 분위기는 학부모총회 때부터 여실히 드러난다. 중학교
2학년 때까지만 해도 70-80%의 학부모가 참여했는데 3학년 때는 학급별 5명 전후의 학

부모만 참여했다.
5명 왔더라고요. 와 이렇게 적은 건 또 처음이네 그랬어요. (황승규 어머니, 2018)
2학년 때에 비하면 엄마들이 현저히 적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거든요. 저는 3학년 때는 더
많을 줄 알았거든요. (김선예 어머니, 2018)

학교와 엮일 일은 주로 ‘나쁜’ 일이다. 학교에서 연락이 오는 때는 자녀가 학교생활에
서 문제가 있거나 학교폭력 등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이다. 그래서 학부모들은 이제 남
은 1년 동안 학교와 엮이는 일 없이 무사히 지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한편 학교는
여러모로 학생에게도 학부모에게도 ‘조심해야’ 하는 곳이기도 하다. 학부모로서는 괜히
학교에 가서 본심을 말하는 실수를 할까 두렵기도 하고 학교에서 자녀에 대해서 적나라
한 사실을 듣게 되는 일도 두렵다.
선생님이랑 얘기하는 것도 불편하고. 뭐 얘길 하다보면 내가 본의 아니게 또 이상한 얘길 하게 될까
싶기도 하고 학교에 불만도 있는데 어차피 그 얘기는 못 할 테고 그래서 (황승규 어머니,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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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해봐야 되는 상황인데 솔직히 겁나는 거죠. 정말 내가 모르는 아이의 그런 모습이 선생님한테
서 나올까봐… 약간 겁나서 좀 피하는 거라고 해야 하나? 빨리 상담을 해보고 얘를 잡아 줘야 되는데
내가 피하고 있는 건가? 이런 불안함도 있긴 한데 아 못하겠어요. (장채연 어머니, 2018)

자녀가 조금이라도 불리해지는 상황에 민감한 부모
부모들은 여전히 자녀가 힘들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예민하다. 이런 특징은 교사의 입
장에서 다른 학교에서 근무했던 경험과 대비하면 더 여실히 드러난다. 교사들은 이런 특
징을 보여주는 사례들을 들려주었다. 예를 들어 한 학생이 뮤지컬 제작 과정에서 동영상
편집을 맡아서 잠을 줄여도 시간 확보가 안 되어 학원도 하나 끊어가며 만들었다. 그 과
정에서 어머니가 담임교사에게 연락해서 자녀가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으니 특별히 칭찬
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다른 경우는 한 학생이 플라스틱 부채 끝에 얼굴이 긁혔는데
학생의 어머니가 긁힌 사진과 함께 장문의 문자로 학생들에게 이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인지시키면 좋겠다는 내용을 담임교사에게 보내기도 했다. 담임교사들은 이런 상황들을
겪으면서 부모들이 자녀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예민하거나 과보호하는 측면이 있다고 인
식한다.
이 학생이 책임감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니까 저는 이런 과정에서 충분히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아, 그렇죠.” 하는데 이제 어머니는 저한테 칭찬을 해달라는 요구를 하시더라고
요. (중략) 애들이 열심히 하는 만큼 저도 보면 칭찬을 하는데 어머니께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저는
이게 ‘집에서 과보호해서 키우는 게 아닌가, 이 아이를.’ (교사 나1, 2018)

한편 학부모들은 자녀의 잘못에 대한 학교의 지적에 매우 예민하게 반응한다. 교사들
은 학부모들이 자녀가 학원을 잘 다니고 있는지 성적이 떨어지지 않고 있는지에 대해서
촉각을 세우고 있는 한편, 학교생활에 대해서는 혹시나 자녀가 학교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지를 먼저 생각한다고 느낀다.
“무슨 근거로 우리 아이가 그렇게 담배를 많이 핀다는 말을 하느냐.” 이렇게 나오세요. (중략) 그러니
까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 애가 어느 정도 공부를 성적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만 보고 다른 거는
(교사 나2, 2018)
부모님들이 이런 어떤 학업 경쟁력 거기에만 초점이 막 가 있어서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다
별거 아닌 걸로. (교사 나2,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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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다보니 교사들은 혹여나 꼬투리를 잡힐 일이 없을까 방어적으로 학생과 학부모를
대하고 수업과 평가를 한다. 학부모와 전화통화를 할 때도 “웬만하면 매뉴얼을 보고 읽는
다.” 잘못된 단어 선택 하나로 불상사가 생길까 두려워하기도 한다.
이게 인간과 인간이 상호작용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사실 진심으로 말을 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그럼
진심으로 말하는 게 다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제는 진심으로 대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너무 힘든
일인 거예요. (교사 나2, 2018)
관심을 두고 봐야 하는 아이들은 부모님과의 문자 내용을 지우지 않아요. 혹시나 이게 나중에 어떻게
쓰일지 몰라서. 그런 기록을 계속 남기라고 하니까 학교 행정상. (중략) 올해는 열 명이에요. 문자를
지우지 않은 게. (교사 나8, 2018)

학생들은 혹시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먼저 인정하지 않고 우선은 피해가고자 하는 경향
이다. 그러다보니 학생들이 잘못한 일이 생기면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교사의 일이 된다.
교사들은 CCTV를 보는 일이 자꾸만 늘어나고 있다면서 “없는 시간에 그것까지 할 때마
다” 교사직에 대해서 고뇌하게 된다고 한다.
“안 했어요. 선생님 잘 못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기고 보는 거예요. 학교 폭력이건 흡연이건 어떤
사건이건 간에 우기고 “쟤가 하자고 해서 그랬어요.” (교사 나1, 2018)
무언가 잘못 했을 때 잘못했다고 하면 되는데 무조건 변명을 하려고 하고 인정을 하면 자기가 손해를
받는다고 느끼거나 그런 경험을 어렸을 때부터 했다거나 아니면 주변 부모님들로부터 영향을 받았다거
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 (중략) “쟤도 잘 못했는데요, 쟤는 왜 벌점 안 주세요?” 뭐 이런 식 (교사
나5, 2018)
사실 그냥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안 그럴 거예요.” 하면 그냥 끝날 일인데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
를 그걸 증명, 잘못한 애는 늘 가만히 있고 그걸 교사들이 다 증명해 내야 하는 상황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교사 나2, 2018)

학교장과 교사들은 민원 대응이 관리자의 주요 업무를 넘어서 가장 비중이 큰 업무가
되고 있는 현실에 씁쓸하고 안타까워한다. 학생들 교육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사
와 학교장 본연의 역할보다는 민원 대응이나 학폭 등에 많은 에너지와 시간이 소요되는
과정에서 이들은 지쳐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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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공부는 끝까지 뒷바라지
나나중학교 학부모들은 자녀의 ‘학력’에 우선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그래서 대부
분의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대학까지는 전적으로 경제적으로 지원해 주겠다고 생각한다.
더 나아가서 대학원이나 유학 등 학업을 지속하는 것에 대해서 “집을 팔아서라도” 지원
하겠다는 경우도 다수 있다.
대학원 진학까지 해야지 좀 전문성이 키워지는 것 같고 제가 주변을 봐도 그렇더라구요. 그리고 선택
의 분야가 폭이 더 넓잖아요. 저는 애들이 조금 전문적인 일을 하면서 능력이 갖춰진 상태에서 좀 편안
하게 살았으면 좋겠더라구요. 그리고 자기가 노력해서 뭔가를 성취해서 나중에 어느 자리에 가면 좀
베풀기도 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지 너무 아무것도 없어서 아등바등 힘들게 사는 것은 별로 원하지
않아서 너네가 할 수 있는 노력이 있다면 해라. 그러면 나중에 필요하면 엄마가 지원해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안세정 어머니, 2018)

하지만 자녀들 앞에서는 일부러 선을 긋고 자립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한다. 혹여나
부모에게 지나치게 의지해서 근성이 줄어들고 자립의지도 약해질까 우려해서이다.
공부를 하고 뭐 하겠다 하면 계속 밀어줄 생각은 있어요. 유학도 본인이 원하면. (중략) 나영이 한테는.
너는 너고 네 건 네 거고 이건 엄마 거고 이렇게는 말을 하고. 그런데 마음적으로는 애가 뭐 여러
명인 것도 아니고 그래서. (허나영 어머니, 2018)
대학가면 집에서 나가야 된다, 그걸. 자기가 이젠 나간다는 거는 네 용돈 네가 벌고, 네 등록금도 네가
벌 수 있음 벌고, 네가 해외에 나가고 싶다 그럼 네가 알아서 음, 요즘은 나라에서도 그런 자금 많잖아
요. 그런 식으로 네가 넓혀야지, 우리를 보고 살지 마라. 우리는, 엄마 아빠 노후만 있다. 너한테 줄
거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중략) 실은 애들 위해서 상가 하나씩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중략) 공부
를 더 하고 싶으면 거기서 나오는 월세로 자기의 용돈을 하면 되니까 저희는 그걸 목적으로 하는데
다 모르게 하는 거죠. 알면 안 되니까. (전초롱 어머니, 2018)

2) 학교생활

중3 때의 추억: 수학여행과 축제
3학년 때 기억에 남는 일에 대해서 다수의 학생들이 별로 없다고 했지만 몇몇 학생들

은 수학여행을 떠올렸다. 그 이유는 “학원 걱정 없이” 친구들과 놀 수 있어서이다.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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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은 빠지면 안 되는 곳인데 수학여행 기간 2박 3일 동안은 ‘합법적으로’ 학원을 쉴
수 있는 날이다.
친구들과 놀고 싶어도 각자 다니는 학원 스케줄을 피해서 시간 약속을 잡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학생들은 학기 중에 바로 개학하자마자 학원에서 중간고사 시험대
비반이 운영되고, 중간고사가 끝나면 또 이어서 기말고사 시험대비반이 운영되기에 학기
가 끝날 때까지 친구들과 놀 수 있는 날을 찾기 어렵다고 설명한다. 방학 때도 ‘긴 특강’
때문에 서로 시간을 맞추기 어렵다.
개학하자마자 바로 시험기간이더라고요. 한 달 전부터가 보통 시험기간이니까. 시험 끝나고 나면 추석
인데 추석 다음에 또 바로 시험기간이더라고요. 시험을 준비해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오희진, 2018
년 여름)
학기 초에 좀 있다가 바로 시험보고. 또 시험 준비하고 시험보고 그러고 축제하니까 [한 학기가] 끝났
어요. (허나영, 2018년 여름)

수학여행 외에 학기 중 기억에 남는 일에 대해 몇몇 학생들은 축제 때의 자율동아리
부스 운영을 언급했다. 힘들지만 주도적으로 해본 일에 대해서 뿌듯해하는 느낌이 전해
졌다. 동아리 관련된 행사는 학생들이 주관해서 책임지고 하게 되는데 이런 경험을 통해
서 학생들은 자신이 생각보다 적극적이라는 점, 리더십이 있다는 점 등도 깨닫게 된다.

물품 구매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가 다 해 본 거예요. 그래서 색다른 경험이었고. 반에서 뮤지컬도
제가 음향을 맡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음악편집 다 하고 기계로 조정하고 그런 걸 또 해 보고. (안세정,
2018년 겨울)
애들 제가 이끌고 이런 걸 해서 뿌듯했어요. ‘아 내가 이런 역량이 될 수 있구나.’ (중략) 제가 나서는,
나대는 타입[이라는] 그런 걸 알게 됐고. (전초롱, 2018년 겨울)

사실 이러한 학생들의 추억이 가능했던 것은 학교 운영에서 남다른 노력이 있었기 때
문이다. 나나중학교 창체부장교사는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활동하면서 적극적으로 의견
을 내고 학교에서는 이를 받아주는 것이 교육적으로 중요하다고 믿고 있다. 그리고 학교
장도 학생 자치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학생회와 학교 관리자 간에 수시로 소
통하면서 학생들이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교육관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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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신념 덕분에 과정이 번거로울 수 있음에도 감당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주체들이
전근을 가게 되어 바뀌면 더 이상 이러한 경험들이 학생들의 소중한 추억으로 자리하지
않게 될 수도 있다.
지금의 창체부장님은 던져놓고 막 지지고 볶고 아이들끼리 운영을 해서 결과물 나오게 하는 과정을
중시하니까 이런 모습 속에서 아이들이 의미를 찾고 이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지만 내년에 전혀 다른
모습의 학교가 될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리고 또 교장선생님 바뀌었을 때도 또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겠어? 하실 수도 있고. (교사 나5, 2018)

성적과 공부 때문에 덜 행복
중학교에 들어와서 또래문화의 영향력이 강해지면서 또래 사이에서 ‘존재감이 크다’거
나 인기가 있는 것이 중요했지만 3학년이 되면서 점점 ‘공부 잘하는’ 것이 갖는 의미가
커진다. 다수의 학생들이 자신이 중학교 1학년 때 성적에 대해서 지금처럼 예민하지 않
았고 자존감도 높았다고 회상한다. 그런데 중3이 되면서는 곧 고등학생이 된다는 압력을
받으면서 스스로도 압박감을 느낀다.
[중 1 때는] 자존감 높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좀 재미있었다 해야 되나? 학교생활도 재밌고. (중략)
70점 받아도 막 그냥 헤헤거리면서 다녔는데. 지금은 80점 받고 제 친구는 95점 받고 이러면 약간
견제하죠. (오희진, 2018년 여름)
그냥 너무 힘들게 만들어요. 사람을 지치게 만들어요. 너무 해야 할 게 많고. 틈을 주지 않아요. (중략)
일단 좋은 성적은 기본으로 깔아야 되고 거기다가 목표가 있어야 되며, 능력, 재능이 하나쯤 있어야
되고. (오희진, 2018년 여름)

학원에 다니지 않으면서 스스로 공부하는 데에 시간을 거의 할애하지 않는 최재섭조차
학원에 다니면서 고등학교 진도 선행학습을 하느라 애쓰는 친구들의 모습을 불쌍하게 느
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렇게 해서 “공부를 잘 하게” 된 친구들이 부럽다. 재섭이는 지금
도 학원에 다니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본인도 어렸을 때부터 학원을 계속 다녔으면 “지
금보다 공부를 잘 했을 것”이라고 말한다.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간다면 그 때에는 공부
를 열심히 해서 고등학교를 특별한 학교로 진학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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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너도 그런 학교 가고 싶어?
최재섭: 그냥… 어… 가고 싶기는 한데. [지금 내 성적과] 너무 멀어서.
연구자: 그럼 너 다시 태어나면, 다시 초등학교로 돌아가면, 막 공부해서 이런 데 갈 거야?
최재섭: 만약에 그러면 진짜 그럴 것 같아요. (2018년 여름)

‘잠자는 수업’과 ‘부실한 수업’ 간의 상승작용

학생들은 전반적으로 수업에 대해서 불만스러움을 표한다. 대부분의 시간을 “자거나”,
“멍 때린다”고 설명한 경우도 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은 수업만의 문제라기보다는 학생

들의 생활리듬과 학습사이클이 결부되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어젯밤도
늦게까지 학원에 있다가 돌아와 학원 숙제를 하느라 늦게 잠들었기에 수면이 부족한 상
황이다. 그래서 수업 시간은 졸릴 수밖에 없고 수업 내용도 흥미를 갖기 어렵다.
연구자: 네가 보기에, 그렇게 수업이랑 무관하게 엎드리거나 자거나. 그런 애들이 몇 퍼센트야?
장채연: 한, 70퍼센트.
(중략)
연구자: [항상 깨어 있는 애들은] 몇 명 정도 있는데?
장채연: 두 명.
연구자: 반에서 두 명? 걔네는 왜 이렇게 열심히 해?
장채연: 걔네는 공부를 잘 해요. (2018년 여름)

게다가 상당수의 학생들은 이미 교실에서 다루는 수업 내용을 학원에서 공부한 바 있
다. 그러니 흥미를 가질 수가 없다. 예컨대 학업에 성실한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수학
자가 되는 게 꿈인 김용준은 학원에서 고등학교 수학 진도까지 나간 상황이어서 학교
수업이 재미가 없다. 용준이는 자신이 원래 수학을 좋아하는데도 학교 수학 수업을 재미
없어 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다가 아마도 자신이 학원에서 이미 다 배운 내용을 다루어서
인 것 같다고 떠올린다.
3학년 초에 이미 고등학교 과정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업은 (중략) 학교에서 이거 해야 되는
거니까 듣는 거지 애들이 열의를 가지고 이거 정말 몰라서 눈이 반짝반짝 이렇게 듣지 않아요. (교사
나1, 2018)
제 생각에는 이미 다 해서 그런 거 같아요. (김용준, 2018년 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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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학생들이 졸거나 지쳐있는 표정으로 앉아있는 상황에서 교사도 가르침의 열정
이 나올 수가 없다. 이러한 악순환 고리 속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사교육에 참여하지 않
는 학생들이다. 예를 들어 사교육을 받지 않는 전초롱 같은 학생들에게 학교 수업은 공부
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원천이다. 전초롱은 가르침을 받을 곳이 학교뿐인 자신에
게 수업이 매우 중요한데 수업만으로 교과서 내용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한다.

‘아니, 이거 학교가 왜 있는 거지?’ 이럴 정도로. 학교가 좀 문제가 있어요. 애들이 다 자니까 대강
가르치는 샘이 있고, 자든지 말든지 열심히 가르치는 샘이 있고. (중략) 왜 그렇게 수학, 영어 학원을
엄마들이 난리는 치는지 알 것 같아요. 이제 3학년 되니까. 갑자기 어려워지고. 아니, 그러면 선생님들도
열심히 가르치든지 해야지. 에이, 실망했어요, 학교한테. (전초롱, 2018년 여름)

수업시간을 의미 없게 보내는 학생들에게 학교는 그냥 가야 할 시간에 가는 곳이다.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을 질문하니 주저 없이 “하교시간과 점심시
간”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사실 학교는 뭘 배우러 오는지 모르겠는 곳이어서. 점심시간에는 친구들이랑 밖에 바람 쐬러 나가거든요.
그 시간이 제일 제 건강에도 정신에도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김선예, 2018년 여름)

무기력함과 폭력성의 폭발
많은 시간을 자유롭지 못하게 학원에 매여 있고 해야 할 숙제에 치여 있는 학생들은
스트레스가 쌓여간다. 이들의 스트레스를 엿볼 수 있는 모습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난다.
첫째는 무기력한 모습에서다. 학생들은 생활 전반에 대한 의욕을 점점 잃어간다. 졸리고
지친 상태에서 이들이 찾는 것은 가장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면서 멍하게 있을 수 있는
‘핸드폰 터치하기’다. 스마트폰 사용량에 대해 질문하자 허나영은 학원에 가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아무리 많이 해도 하루 네 시간 이상은 할래야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하루 ‘네 시간’을 짧게 생각하고 있는 뉘앙스다. 그런데 그 네 시간 터치로는 스트레스를
풀기에 역부족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다.
다 귀찮아진 것 같아요. (중략) 약간 노는 것도 요새 귀찮아서 잘 안 해요. 놀려고 하면 놀 수 있었던
때도 있었는데 귀찮아서. (중략) 모르겠어요. 막 우울하고 그런 건 아닌데 진짜 다 귀찮아요. (허나영,
2018년 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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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모습은 때때로 억압되어 있던 스트레스가 폭력적으로 폭발하는 것이다. 보통
때 성실하고 교우 관계도 원만하던 학생일지라도 과도하게 폭력적인 모습으로 변하기도
한다. 예컨대 한 학생은 옆 반과 운동경기를 하는 도중에 심판의 판결에 동의하지 못해
고함을 지르고 펄쩍 뛰다가 스스로 못 이겨 울음을 쏟아냈다. 그리고 교실에 와서도 벽을
치고 의자를 던지는 등 한참을 화풀이를 했다. 특히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앞두고서 아
이들의 신경질적 증세는 한층 세진다. 주변에 자신을 건드리지 말라면서 말도 붙이지 말
라고 경고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모습을 지켜본 교사들은 부모의 높은 기대와 빡빡한
학원 스케줄, 그리고 부모를 거역하지 못하고 따라야 하는 상황에서 아이들이 학원이나
“엄마의 감시 아래” 공부하는 장을 벗어나 학교에 오면 스트레스를 풀려고 한다고 본다.
애들은 이제 우선 공부에 찌들려 있긴 해요. (중략) 폭력성이 사실 더 한 것 같아요. (교사 나1, 2018)
지난번에 중간, 기말 때 거의 뭐 하루 종일 유리창도 깨트리거나. (교사 나4, 2018)
학원에서 시험 준비 시작하면. 3-4주 전에. 요즘 너무 일찍 하잖아요. 그때부터 애가 좀 까칠해지기
시작해 가지고. 오늘 같은 경우도 학교 갔다 오면 자기한테 말을 걸지 말라 그럴 정도로 그냥 막 이렇
게 기분이 안 좋다고 하더라고. 특별한 거 없이. (허나영 어머니, 2018)

3) 지역 및 기타생활

학원이 지배하는 생활
나나중학교에는 중학교 2학년 때 과학고 입시 준비반에 들어갔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나온 경우가 있다. 이 학교에서 가장 공부에 몰두하고 있는 학생 중 한 명인 황승규는
너무 힘들어서 눈물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사람 살 게 못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만 두었
다고 했다.
황승규: 겨울방학 때 아침 열 시에 불러요. 그래 놓고서 새벽 한 시에 보내요. 집에.
연구자: 와. 뭐 해?
황승규: 공부하죠, 계속.
연구자: 학원에서?
황승규: 네. 한 시간 십 분 수업에 쉬는 시간 오 분. 그리고 다섯 시간마다, 저녁시간하고 점심시간을
두 번 주는데, 그 때가 딱 이십 분. 그리고 끝이에요. 계속 공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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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어…
황승규: 그래서 진짜 하다 보면, 막판에 눈물 나와요. 그래서 제가 관둔 거예요. ‘이래서 영재고 가면
이거 만들어진 영재밖에 안 된다. 이건 사람 살 게 못 된다.’ (2018년 여름)

학원을 그만두는 것은 과학고 입학을 포기하는 것이다. 머리가 남달리 비상한 소수를
제외하고는 학원에 다니지 않고 혼자 준비해서는 이렇게 치열하게 준비하는 아이들과 경
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황승규는 그 학원을 나오면서 과학고를 포기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더 버틸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기 때문이다.
준비를 한 애들한테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준비를 해 주는 데가 학원인데, 학원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진짜로 영재고 붙는 애들 중에서 90퍼센트는 다 이제 학원에서 눈물 빠지게 공부
해서 들어온 애들이고, 10퍼센트는 막 지방에서 진짜 머리 좋은 애들이 가끔씩 올라오고. (중략)
그런 애들이 진짜 영재고, 나머지는 그냥 만들어진 영재. 그런 느낌. 그래도 똑똑하죠, 다. (황승규,
2018년 여름)

그런데 영재고나 과학고 대비반이 아니더라도 나나중학교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원에
서 보내는 시간이 매우 길다. 문제는 이러한 사교육이 학원에 가서 수업 듣는 것으로 끝
나지 않는다는데 있다. 학원은 이미 이들의 학교생활 안에 침투해 있다. 등교하면 아침부
터 학원 숙제인 문제집을 꺼내놓고 있고 급하면 수업 시간에도 숙제를 한다. 셔틀버스
기다리는 길바닥에서 할 때도 있고 학교에서 진로특강 같은 프로그램으로 외부 강사가
와서 강의할 때도 한다.
쉬는 시간이건 뭐든 시간만 생기면 문제집 풀고요. 얘네들은 길에서도 학원버스 기다리면서 길바닥에
앉아서 문제 풀고 있고. 무슨 학교에서 좋은 강의하시는 선생님들 불러서 강의하려고 하면 죄다 문제
집을 들고 와요. 그래서 저희가 부끄러워요. 그래서 문제집 가져오면 벌점 막 이래야지. 근데 그렇게
몰래몰래 문제집을 풀어요. 수업 시간에도. 학원 숙제하다 많이 걸려요. 학원이 엄청 다 무섭다고 하더
라고요. (교사 나2, 2018)

더 나아가 학원 스케줄은 학생들의 일상을 좌우하면서 규칙적이거나 건강한 수면 및
식사 습관까지 침해하고 있다. 학원 종료 시간은 거의 밤 10시인데 그 때 집에 오면 배가
고파서 야식을 먹게 된다. 하루 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도 풀어야 하기에 유튜브나 카톡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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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머리를 식힌다. 이렇게 하다보면 자정을 넘기고 한 두시에 잠이 들게 되고 다음날 아
침에는 일어나기도 어렵고 입맛도 없다.
열 시 넘어서 와서 배고프니까 뭘 먹고 씻고 그러고 나면 금방 열시 열한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숙제 하고 그러고 나면 한 시, 한시 이후에 잠을 자는 거예요 중학생이. 그리고 갔다 와서 이제
핸드폰으로 카톡하고 핸드폰으로 유튜브 보고 이런 게 스트레스 푸는 시간인가 봐요. 그렇게 하고 아
침에는 되게 힘들어 해요. 일어날 때. (오희진 어머니, 2018)

교사들은 나나중학교 학생들이 학원에 얽매인 삶이 “상상 이상이다”는 점을 여러 사례
를 통해서 실감한다. 학급에서 갑자기 자주 아프고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지는 학생들의
상황을 캐보면 닦달하는 학원이 뒤에 있다. 교사 나2는 최근의 한 사례를 들려주었다.
학생의 상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하여 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렸는데 그 어머니는 자녀의 상
태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원을 끊을 수는 없다고 했다. 그 학원에서 엄하게 지도하
면서 모욕을 주기 때문에 자녀가 날마다 학원에 다녀와서 울지만 그래도 그 학원에 가면
서부터 공부를 한다는 이유에서다.
애는 시름시름 앓고 있는데 그래서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 아이는 조금 그래도 여기 애들 치고
굉장히 착하고 그렇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때 진짜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얘네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구나. 상상 이상이구나. (교사 나2, 2018)
아침에 교실 와서부터 문제집을 풀기 시작하거든요. 조금 쉬라고 하면 “숙제 못 해 가면 오늘 큰일
나요.” 학원에서 맞거나 남기거나 막 하니까. (교사 나2, 2018)

학원에 대한 의존성은 점점 더 높아진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원 안 다니면 어떻게
되는 줄” 알고 있다. 학원을 끊으면 곧바로 성적이 떨어질 것 같다면서 불안해한다. 그
실체에 대해서 한 어머니는 학원에서 비록 새롭게 가르쳐 주는 게 별로 없더라도 기출문
제 풀이 등을 통해서 학교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맞도록은 해준다고 보았다.
그래도 가야 안심되는 거예요 요즘 애들 특징이 학원에 가 있음으로 스스로 안심이 되는 거 같더라고요.
(허나영 어머니, 2018)
가르쳐주는 게 없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시험 보기 전에 기출문제 풀어 주는 거 같아요.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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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는 못해도 그렇게 해주니까 영어 시험이 100점 이렇게 나오니까 걔는 그거 때문에 그렇게 나온다
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오희진 어머니, 2018)

이렇게 학원에서 보내는 시간이 긴 것이 학생들의 지적 성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쉽게 답변하기 어렵다. 분명 나나중학교 학생들의 경우, 기초 학력
면에서 상향평준화가 되어 있고 교과서에서 다루는 내용 중에 상당한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다. 하지만 여러 학교 학생들을 지켜봐 온 교사들은 바로 눈앞에 있는 교과서
내용을 넘어서서 총체적인 지적 역량이나 창의성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오히려 그 반대
결과를 볼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아이들 수준에 맞게 하다보니까 전에 학교에서는 최대한 덜어내고 덜어내서 제일 중요한 이것만 하자
이런 식으로 했다면 여기는 예를 들어 분사구문을 가르치면 독립분사구문도 지금 배워두면 고등학교
갈 때 좋으니까 같이 넣어서 가르치고 이런 식으로 학습량 자체에서도 차이가 꽤 나는 편이에요. (교사
나6, 2018)
시험은 정말 잘 보고요. 실력은. 근데 여기 아이들은 수동적으로 공부한 아이들이 더 많아서 그러니까
새로운 글에 대한 적응력은 B중학교 애들보다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오히려 상위권만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중략) 글들에 있어서도 개성은 확실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중략) 그냥 암기과목 공부하듯이 그렇
게 정말 공부 열심히 해 와서 그렇게 시험을 보는. 그래서 조금만 응용을 했을 때 적응력은 조금 더
약한 것 같아요. (교사 나4, 2018)
수업하기 좋은데 창의성 이런 건 떨어지더라고요. (교사 나7, 2018)

수학 선행과의 전쟁
“수학은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양이 많다.”, “수학 선행을 안 해가

면 고등학교 가서 수학하느라 너무 많은 시간을 뺏겨서 다른 과목을 못한다”, “고등학교
내신과 수능은 수학에서 판가름 난다”는 것은 나나중학교 어머니들에게 구전되는 상식이
다. 그래서 중3 때는 이러한 상식에 기초해 학생들 학원 수강이 이루어진다.
학생들 중에 진도가 빠른 경우에는 고등학교 입학 전에 고등학교 수학 진도를 몇 번씩
“돈다”. 예컨대 김용준은 학원에서 이미 3학년 여름방학 전에 고등학교 이과 수학 전체

진도를 나간 후 미적분을 다시 공부하고 있었다. 다른 학생들도 대부분 수학 상‧하는 기
본이고 그 이후 진도를 나가고 있다. 하지만 내용을 알고 넘어가기보다는 ‘진도 나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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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어려운 내용을 감당해야 하
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괴로움을 호소한다. 하지만 학원에서 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눈에
만 익히고” 넘어가면서 여러 번 하다보면 익숙해질 거라고 하기에 속도를 내보고 있다.

1학년 거는 진짜 많이 돌았고. 2학년 것도 여러 번 했고. 3학년 거는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어요.
(김용준, 2018년 여름)
방학 두 달 동안 수하도 나가고 수하 끝나고 지금 수1 나가는 거라 수하는 그나마 좀 쉬워서 괜찮은데
수1은 들어도 못 알아듣겠는 게 너무 많았었어요. (중략) 그냥 쌤이 눈에만 익히라고, 뭐지? 다 선행
나가도 어차피 까먹는 거니까, 그니깐 익혀만 놓으라고 해갖고, 그러고 끝…. (허나영, 2018년 겨울)
제가 수1을 나가면서도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중략) 그때 학원에서 수상이랑 하 심화를 돌리면서
수1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수상하 심화도 제대로 안 풀리는데 1을 하는데 되게 회의감이 있었단 말이
에요. (김선예, 2018년 겨울)

잘 모르면서도 학원에서 뽑아내는 진도에 끌려가는 학생들이 대부분인 가운데 자기 주
관을 가지고 자신에게 맞게 속도를 조절하는 학생도 발견되었다. 김선예는 이해도 되지
않은 채 무작정 진도를 나가는 것보다는 고1, 1학기 과정을 다시 공부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 다니던 학원을 바꾸었다. 그런데 매우 만족스러워했다. 한 번 다뤘던 내용이어
서 이해할 수 있었으며 풀리는 문제도 있었다. 진도도 빨리 나가게 되면서 성취감도 느껴
졌다. 게다가 당장 첫 시험 대비도 되니까 내신에서도 유리할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옆에서 불안한 엄마는 “딴 애들은 진도가 이렇게 빠른데 너는 어떻게 하냐.”고 걱정이다.
더군다나 수학 선행을 다른 학생들과 발맞추어 나가지 않으면 수학 학원에서 적합한 프
로그램을 찾는 데 애먹는다. 동학년들이 이미 한참 앞선 진도를 하고 있을 때 저학년과
함께 그들이 하는 선행 수업을 들어야 할 수도 있다.
일 년 정도는 보통 선행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예습이지. 근데 선예는 일 년도 아니고 그냥
한 학기? 뭐 하여튼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다른 애들을 들어보면 수학1, 2 나가고 미적분 다 나가
고 뭐… 근데 막상 그렇게 해 가지고 수학학원을 가려고 하니깐 반 배정이 어렵더라고요. 들어갈 반이
어중간하게 되더라고요. (김선예 어머니, 2018)

한편 수학은 학생들에게 모순적인 과목이다.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과목인

106

Ⅳ. 중학교 3학년의 생활과 진로

데 진로 희망에 따라서는 가장 쓸모를 모르겠는 과목이기도 하다. 학생들은 영어나 국어
등 다른 과목은 일상에서 신문이나 뉴스 등에서 어려운 내용이 나올 때 배운 것과 연결될
때가 있고 해외여행에 가서 써먹을 때도 있지만 수학은 도무지 기초적인 것 외에 언제
사용될지 모르겠다면서 회의적이다. 어른들은 여전히 “사고력”을 기르는 과정이라고 하
지만 학생들에게는 설득력이 없는 설명이다.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수학 공부는 오로지
수능을 치르기 위한 고행일 뿐이다.
수학을 해도, 솔직히 제가 그 막 커서 그 막, 음, 지수와 log를 쓴다든가, 집합, 교집합을 쓴다든가
그렇지 않은데 엄마는 그게 다 사고력이어서 어쨌든 필요한 거라고 하는데 느껴지진 않는…. 수학은
정말 아무데서도 여태껏 배운 게 덧셈, 뺄셈, 나눗셈 말고 보이는 게 하나도 없는데, 있어봤자 약간
퍼센트, 비율 이런 거 말고는 없는데, 아무리 사고력 때문이어도 그리고 저희 사촌오빠도 막 뭐지?
판별식 이런 거 수능 끝나자마자 바로 다 까먹는다는데 그러면 그 수능 하려고 지금 계속 그거 외우고
그러는 게 좀 그래요. (허나영, 2018년 겨울)

학업 및 시간 활용과 관련해서 나뉜 세 그룹: 주도적 열공파, 불안극복 학원파, 학업 소외파
연구 참여자들 안에서 학업과 관련해서 크게 세 가지 유형을 살펴볼 수 있다. 먼저 놀
라울 정도로 학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터득하고 습관화된 ‘주도적 열공파’가 보인다. 황승
규가 대표적이다. 황승규의 3학년 겨울방학 하루일과를 살펴보면, 아침 여덟 시에 일어
나서 씻는 대로 자습실에 간다. 자습실에 있다가 점심을 먹고 학원 갈 시간이 되면 학원
에 갔다가 수업이 끝나면 다시 자습실에 온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면 나가서 또 ‘혼밥’을
하고 자습실 문을 닫는 새벽 한 시에 귀가한다.
거기 학원가가요. 저 같은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혼밥 중심으로 학원가가 설립되어 있어서, 혼자 먹을
수 있는 테이블도 엄청 많고 그래서. (중략) 세 끼 다 혼자 먹어요. (황승규, 2018년 겨울)

승규는 “진짜 공부 엄청 열심히 해요.”라면서 자신 있게 말한다. 중3 때 자신만의 공부
방법의 틀을 잘 만들어 놓았다는 점을 자신의 기특했던 점으로 꼽는다. 여러 가지 공부
방법을 시도해 보느라 당장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았던 적도 있지만 그 결과 과목별 공부방
법이 잡혀져서 이제는 공부하기가 수월해졌다고 한다. 영어 단어를 외우면서 혼자서 체
크하기 수월하게 노트를 접어서 사용하는 방식도 만들었고 다른 과목들도 문제집을 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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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막히는 것에 대해서 “첫 번째 틀린 건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스스로 고친 거는 파란색
으로 표시하고 선생님 설명으로 안 것은 초록색으로 별과 동그라미로 표시하고 자신이
답지를 보고 푼 거는 다시 별과 삼각형으로 표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신이 무엇을 얼
마나 아는지 분명하게 표시하고 다음에 볼 때 완벽하게 자신의 것으로 만든다. 공부 습관
을 만드는 과정에서 정리하는 습관도 만들었다. 승규는 중2 때 수행평가 점수가 낮았던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다가 그 이유가 “프린트물 정리를 제대로 못 해서”였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래서 지금은 자주 사용하는 책들은 책상에서 가까운 곳에 놓고 각종 프린트
물들은 라벨까지 붙여놓으면서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루 종일 공부에 매달리는 승규는 공부하는 게 재미있다고 한다. 겨울방학 때 매일
매일이 학원과 자습 일정이었는데도 얼굴과 눈빛에 생기가 넘쳤다. 어떤 날은 몰입하다
가 밤을 거의 새게 되는 경우도 있다. 공부하다가 새벽 4시에 나가시는 아버지와 인사를
하는 경우도 있다.
지금은 진짜 요즘 생활에 너무 만족을 하고 있어서요. 저 스스로. 참 자부심을 느끼고 있어요, 제 삶에.
(중략) 자습실이 한 시가 되면 끝나는데 그 때 음악이 퍼지고. 그러면 ‘나 참 대단한 인간이다.’ 이러고
멋있게 한 시 찍고 [집에] 가는 것 같아요. (황승규, 2018년 겨울)

다음으로 보이는 유형은 ‘불안극복 학원파’이다. 대표적으로 허나영의 일과에서 이러
한 점이 보인다. 허나영은 중3 여름방학, 겨울방학 대부분의 낮시간에 학원에 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3학년 겨울방학 때 허나영은 수학학원에 아침 9시에 가서 12시까지 자습,
12시부터 13시까지 점심식사, 13시부터 17시까지 수업 수강, 17시부터 18시까지 저녁

식사, 18시부터 19시 30분까지 자습, 19시 30분부터 22시까지 수업 수강을 하는 스케줄
안에 있었다. 하지만 “학원에 오래 머무는 것 치고는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다”고 한
다. 이유는 “하기 싫어서”이다.
연구자: 몇 시에 자니? 요즘.
허나영: 요새는, 어제는 4시에 잤어요.
연구자: 뭐했어 4시까지?
허나영: 한 3시까지 숙제하고. 뭐, 핸드폰 좀 하다가 4시에 잤어요.
(중략)
허나영: 잘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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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왜 잘 안 되는 것 같아?
허나영: 하기가 너무 싫어서.
(중략)
연구자: 그런데 재미가 없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
허나영: 그렇게 하진 않아요.
(중략)
연구자: 그래도 너 학원가서 이렇게 앉아 있잖아. 그것도 몇 시간이나. 숙제도 할 거 아니야.
허나영: 잘 안 해 가요. (중략) 영어학원은 쌤이 좀 의욕이 넘치셔서. 정말 숙제를 많이 내 주셔서.
애들이 좀 전체적으로 잘 못 해 가서. 좀 전체적으로 혼나요. (중략) 수학은 그날 남아서. (중
략) 하긴 해요. (2018년 여름)

허나영은 긴 시간 앉아 있는 것이 얼마나 비효율적인지 계속 설명한다. “졸 때도 있고,
멍 때릴 때도 있고”, 그래서 “가는 거에 비해서 너무 안 하는 것 같다”고 말한다. 나영이
처럼 학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숙제로 앉아있는 시간도 길지만 그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학생들이 상당수다. 장채연도 학원에 있는 시간 중에 집중하기 어려
운 시간이 많지만 학원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집에 가면 공부를 안 하게 된다고 학원에
남아서 하고 가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앉아있다. 채연이는 학원 종료시간까지 남아 있긴
하지만 거의 아무것도 못하고 앉아있기만 한 때도 많다. 이 연구를 통해서 숫자나 비율을
제시하는 것은 어렵지만 적어도 나나중학교의 연구참여 학생들 중에서는 이러한 유형에
가까운 학생들이 가장 많았다.
수학학원은, 한 3시간 공부하면 그 뒤로부터는 1시간에 한 반장도 못 풀 때도 있어요. (장채연, 2018년
겨울)
그래서 제가 집에서 좀 밥 먹고, 다른 숙제도 하다가 다시 수학을 잡으면 좀 더 잘 될 것 같다고 쌤한테
말씀드렸는데 쌤이 “내가 본 그렇게 말한 애들 중에 그렇게 한 애가 한 명도 없다”고 안 보내주세요.
(장채연, 2018년 겨울)
저 정도 공부하면 100점 맞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들었거든요. (중략) 공부를 왜 했는데
저 정도밖에 안 나오지? 얘가 공부를 한다고 해놓고 안 하는 건가 아니면 공부를 하는 방법을 모르는
건가 했는데. (허나영 어머니, 2018)

마지막 유형은 ‘학업 소외파’이다. 유상호와 최재섭이 대표적이다. 유상호는 다른 친구
들과 비슷하게 학원을 다니고 있지만 공부에 관심도 별로 없고 스스로 공부하는 데 몰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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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험도 거의 없어 보인다. 유상호는 습관처럼 학원에 왔다 갔다 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 수업 시간에 수업 내용과 무관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학원에서도 비슷하게 시
간을 보내고 있다. 최재섭은 나나중학교에서 사교육에 전혀 참여하지 않고 있는 몇 안
되는 학생 중 한 명이다. 그 역시 중학교 내내 공부와 점점 더 거리가 멀어져 왔다. 3학년
여름과 겨울, 두 번의 인터뷰에서 최재섭은 요즘 무엇을 하고 지내느냐는 질문에 “공부를
안 하고 있어요.”라고 대답했다.
여학생을 억압하는 꾸밈노동
또래 사이에서 여학생들에게 요구되는 외모의 수준이 까다로워지고 있다. 남학생들이
툭툭 던지는 장난스러운 발언을 여학생들 중에는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있다.
친구들이 하고 다니는 수준이 자신에게 기준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여학생들은 “다 하고
다니는데 나만 안하면 애들하고 어울릴 수 없다”면서 머리를 매만지고 틴트를 바른다.
부모 입장에서는 아침에 조금이라도 더 자고 아침밥을 먹고 등교했으면 하지만 여학생들
은 아침식사를 포기하고 샤워와 치장에 시간을 쓰는 것을 선택한다.
남자 애들은 (중력) 여자애들 막 외모 비하하고 몸매 평가하고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눈치
보게 되고. 이런 게 있어요. (중략) 걔네한테 욕 안 먹으려고 하는 거죠. 막 매일 아침마다 한 시간씩
공들여서 화장하고. (오희진, 2018년 여름)
쌤들이 화장하는 거 규제 어떻게 할까 했는데 어떤 남자애가 “솔직히 여자애들 저 얼굴이면 화장하고
다녀야 한다.” 고. 그래서 여자애들 그때도 엄청 화나고. (허나영, 2018년 겨울)
애들 다 하고 다니는데 자기만 안하면 애들하고 어울릴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도대체
어떤 애들하고 어울리길래… 그래서 지금 되게 충격이 커요. (장채연 어머니, 2018)
시간을 맞춰야 된다고 기껏 밥 차려놨는데 (중략) 매일 씻고 머리 매일 감고 얼굴 조금 해야 하고…
그러고 나면 시간이 없으니깐 엄마 나 시간 없어 이러고 가니깐 너무 속상하고 그렇더라고요. (안세정
어머니, 2018)

시선들 때문에, 혹시나 들을 수 있는 외모에 대한 평가 때문에 여학생들은 굶기도 하
고, 굶다가 포기하기도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리고 아침마다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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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내어 화장을 하고 헤어스타일을 매만진다. 어쩔 수 없는 압박으로 느끼기에 이들은
이러한 일을 여학생이 감당해내야 하는 ‘꾸밈노동’이라고 설명한다.
한번 제대로 꾸미고 나간 뒤에는 그것이 기준이 된다. 이미 자신의 모습이 친구들에게
그렇게 보여졌기에 지속적으로 그 모습을 유지하게 된다. 오희진은 “어쩔 수 없이” 매일
외모를 만져야 하는 자신을 포함한 여학생들의 상황을 “불쌍하다”고 토로한다.
맨 처음엔 하고 싶은 의도로 시작했는데. 근데 뭐라 하니까 더 하게 되죠. (중략) 안 하고 못 나타나죠.
(중략) 불쌍해요. 여자애들. 요즘 여자애들. (오희진, 2018년 여름)

대부분의 학생들에게는 “쓸 데 없는 중학교 내신”과 “중요한 선행”
중학교 3학년이 되면 학생들은 “곧 고등학생이 된다”는 생각을 한다. 생활의 축이 중학
교보다는 고등학교 입학 쪽으로 기울게 된다. 이 때 하는 공부는 고등학교에 어떻게 활용
되는가에 따라서 “쓸모”가 달라진다. ‘특별한’ 고등학교 입시를 염두에 둔 학생들은 중학
교 3학년 성적이 여전히 중요하다. 그래서 끝까지 높은 내신 점수를 유지하려는 치열한
노력이 이루어진다.
고입 지원서를 쓰잖아요. 그런 걸 쓰려면 또 고등학교마다 성적에 따라서 고등학교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수행이나 이런 걸 해도, 애들이 좀…. 반에서도 한 3분의 1은 고등학교 좋은 데
가려고 그러잖아요. (중략) 저희 반은 그래요. 어쨌든 그래서, 애들이 막 ‘어떻게 하면 점수 잘 얻을
까?’ 하고, 이상한 애들이랑 팀 되는 거 엄청 싫어하고. 그런 것에 따라 긴장감이 더 세요. (전초롱,
2018년 여름)

하지만 일반고에 배정받기로 마음먹은 경우, 중학교 성적은 더 이상 쓸 데 없다고 생각
한다. 그래서 이런 사례도 생긴다. 외고를 지원하려다가 일반계 고등학교로 진학 경로를
바꾼 김선예는 3학년 2학기까지 학교생활을 최대한 설렁설렁하게 보낼 생각이다. 여유
있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대신 3학년 겨울방학에
는 고등학교 선행학습에 전념할 생각이다.
저 2학기 때도 많이 안하려고요. 3학년 2학기 때는 쉬어가는 타임. (중략) 벌써부터 지치면 안되니까.
저는 일단 윈터스쿨이 시작이거든요. 그러면 3월달에 입학인데 남보다 3개월을 먼저 고등학교를 시작
한다고 봐야 되는 건데. 벌써부터 지치면 안될 것 같아요. (중략) 작년에는 뭐 외고 자사고 해서 차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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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로 가려고 했는데. 거기 가봤자 살아남을 수가 없어서 아예 튼 거거든요. (중략) 작년에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 성적을 높이 받아왔는지도 모르겠고. (2018년 여름)

이런 생각이 확장되면 중3 2학기 말에는 학교에 갈 이유가 없어진다. 그래서 김선예는
2학기 말 며칠은 체험학습신청서를 내고 며칠은 무단으로 학교에 등교하지 않았다. 단

테마파크, 박물관, 미술관 등 외부 활동이 있는 날에는 친한 친구가 외톨이가 될까 걱정
이 되어 같이 갔다. 이 시기에는 김선예 외에도 학원 특강에 참여하기 위해서 체험학습신
청서를 내고 등교하지 않은 학생도 있고 예고에 합격한 학생 중에 실기연습을 하기 위해
서 등교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2월 달에 무단결석했어요. 성적표 다 처리되고서 이제 진짜 학교에 놀려고 나올 때 있잖아요. (중략)
‘집에서 늦잠이라도 자는 게 혜자다.’ 이러면서 무단결석했는데 그때도 엄마랑 많이 싸웠어요. (김선예,
2018년 겨울)

다. 고등학교 진학과 진로
진로 희망과 현실과의 타협
나나중학교 연구참여 학생들이 중학교 3학년 여름에 자신이 원하는 진로라고 밝힌 것
들은 다채롭다. 우주‧항공 과학자, 과학기술 관련 창업, 아이돌앨범 콘셉트 기획자, 마케
팅 관련 회사 직원, 외국 소재 한국 대사관 직원, 경찰, 유치원 교사, 은행원, 약사, 수학
과 교수, 세무사, 유튜버, 국선 변호사 등이 거론되었다.
그런데 3학년 말, 고등학교 입학 전에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 희망을 말하면서 현실적
인 고려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단서를 붙이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서 장채연은 아직
진로에 대해서 여러 직업들을 고려하고 있는데 그 중 피부과 의사도 포함되어 있다. 하지
만 연구자와의 면담에서 피부과 의사를 살며시 얘기하다가 바로 “근데 그걸 할 정도의
공부는 못 해요.”하면서 선을 그었다. 오희진도 성적이 좋다면 의료 쪽으로 가고 싶다고
했다. 최재섭도 만약에 공부를 잘했다면 의사를 원했겠지만 그렇지 못해서 유튜버를 생
각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성적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만약에 성적이 제일 좋고 어디나 갈 수 있다 이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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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아마도 의료 쪽으로 갈 것 같아요. (오희진, 2018년 겨울)
최재섭: 음… 공부를 계속 했다면 [진로를] 정할 때, (중략)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연구자: 공부를 네가 아주 잘 해. 그럼 뭘 하고 싶을 것 같아?
최재섭: 그러면… 의사.
연구자: 의사? 왜?
최재섭: 음… 아빠가 의사이셔서 옛날부터 의사를 하고 싶었어요. (2018년 여름)

현실적인 고려에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된 것은 성적이었지만 그 다음으로 경제적 보
상, 안정성도 포함되었다. 학생들이 원하는 진로에 대해서 넌지시 비추면 이제 부모들도
조금 더 현실적인 논리로 반응하게 되었다. 어릴 적 꿈이야 무엇을 생각해보든 바뀔 수
있으니 웃고 넘어갔지만 지금쯤부터 마음먹은 것은 고등학교 진학 시에 고려해야 하고
고등학교에 들어가자마자도 교내활동을 선별할 때 연결시켜야 하기에 학부모 입장에서
도 냉철해질 수밖에 없다.
연구자: 직업을 생각할 때 뭘 제일 먼저 고려하게 되니?
장채연: 저는 연봉이요.
연구자: 연봉. 세무사도 연봉이 많대?
장채연: 네.
(중략)
연구자: 연봉. 또?
장채연: 그, 안정성. (2018년 여름)
연구자: 이런 직업들을 생각하면서 네가 제일 먼저 고려하는 거? 그게 뭐가 있을까?
안세정: 저는 안정성이요.
연구자: 안정성? 왜?
안세정: 그냥. 안전한 직업이 되게 이제 나중에 나이가 먹어도 쭉 할 수 있고. 하다보니까 그런 거
같은데요.
(중략)
연구자: 또 직업 고려하는 거, 선택할 때?
안세정: 보수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요? (2018년 여름)
저 예고 가고 싶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실용음악 쪽으로 가고 싶어가지고. 작곡이나 편곡 같은
것도 해보고 싶고, 보컬 쪽도 하고 싶고? 그래서 엄마를 되게 설득해보려고 했는데. (중략) 반대하시더
라고요. (중략) 엄마가 그걸 하려면 유학도 가야하고 인맥도 많아야 되고 돈도 많아야 되는데 자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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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걸 해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안 된다 하셔가지고. (권지환, 2018년 여름)

희망사항인 ‘인서울’ 낙오에 대한 두려움
‘인서울’은 나나중학교 학생들의 진로와 진학에 대한 바람을 함축하는 용어가 되고 있

다. 학생들은 거의 대부분 “인서울도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고등학교를 선
택할 때, 그 학교가 보통 한 반에서 몇 명 정도 ‘인서울’을 하는지를 들어보면서 평가를
한다. 나나중학교 연구참여 학생 중에서 특성화고등학교를 고려해본 경우는 매우 적은데
잠시 특성화고등학교를 생각했었던 학생이 있다. 그 이유는 자신이 일반계 고등학교에
가서 ‘인서울’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특성화고등학교에 가
서 재직자 전형을 밟으면 그보다 나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 것이다.

제가 고등학교를 가서 살아남을 자신이 없어요. (중략) 반에서 막 진짜 위에 두 명 세 명 이 정도.
두세 명도 아니야. 한 명. 막 이래야지 서울에 있는 데 간다고 그러는데 (중략) 계속 불안해지는 거예
요. 그래서 저는 ‘아, 난 다른 방향으로 가야겠다. 방법이 나한테 그것밖에 없는가 보다.’ 하고. (오희
진, 2018년 여름)
생각보다 대학 가는 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중략) 페북이나 이런 데 막 제가 못 들어본 대학교 있잖
아요. (중략) 그런데 거기서 뭐라 하냐면 처음에는 무시하는데 막상 고3 되면 가지도 못하는 학교,
해갖고 이름이 나왔는데 다 못 들어본 데인데 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중략) 누구나 이름 말하면
아는 데 있잖아요. 지금 정도 하면 그런 데도 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인서울도 힘들다 그래서 놀랐어
요. (허나영, 2018년 겨울)

물론 나나중학교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렇게 “인서울”에 대해서 긴장하는 가운데 일류
대 코스를 전망하는 학생도 있다. 예를 들어 전국형 자사고 입시를 치러본 김용준은 중3
여름방학 때 자신의 진학 경로에 대해서 ‘서울대’로 가서 교환학생으로 ‘스탠포드대’로
갔다가 거기에서 석사 및 박사 과정을 한 후 다시 서울에 돌아와서 수학과 교수를 하겠다
고 포부를 밝혔다. 그 외에도 황승규는 한양대, 김선예는 한국외대를 떠올렸다.

복잡한 고등학교 선택 방정식
학생들은 다들 나름대로의 기준과 전략으로 선택 가능한 고등학교들의 장단점을 가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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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학교의 전반적인 평판에 대한 소문, 학업분위기, 통학거리, 교복, 건물 등에서부터
남‧여학교 여부, 공학일 경우에는 남녀분반 여부, 학교 프로그램의 다양성에 따른 학생부
유불리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다. 때로는 학생부에 기재된 내용 때문에 고입에서 학생
부를 검토하는 학교는 피하고 일반계로 갈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기도 한다.
통틀어서. 공부하는 분위기나 거기 애들이나, 뭐 그 대학 가는 것도 그렇고 약간 종합해서? (허나영,
2018년 겨울)
일단 진학률이랑 그런 거는 사이트에서 비교를 하고. 가봤는데 또 학교시설 나름대로 낡은 데, 깨끗한
데, 뭐 좀 ‘돈을 썼구나, 써서 지었구나.’ 싶은데, 그런 게 보이는 거고. 그리고 학교에 가면은 디스플레
이가 되어 있어요. 교복이랑 급식실도 한 번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대충 시설을 보니까. (김선예,
2018년 겨울)
고등학교는요, 솔직히 학폭위가 열려가지고 그거는 걸린다고 그러더라구요. 그걸 이제 보는 [특성화고
등] 학교들… (중략) 상호같이 제과제빵 같은 거 특성화를 좀 알아봤는데 (중략) 그때 당시에 선생님이
일반 고등학교는 가는데 특성화는 좀 힘들다고 (유상호 어머니, 2018)

그런데 대입 전형이 다양한 만큼 그 학교 성적이 우수하다고 해서 자신에게 맞는 학교
라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학생, 학부모들은 유리하게 작용할 조건을 가늠하느라 자신에
게 필요한 요소들을 상당히 복잡하게 짜맞추면서 학교를 골라낸다. 어떤 학생은 그 학교
학생들의 학업수준이 높으면 자신도 좋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학생은
너무 학업수준이 높은 곳에 가면 내신에서 불리할 수 있으니 피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
한다. 학부모들 중에서는 당장 내신의 불리함 때문에 현역 때 대학을 못가고 재수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학력 수준이 높은 학교에서 자녀가 3년 동안 친구들로부터 긍정적인 영향
을 받으면서 실력을 닦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정책과 관련해서
어떤 유형의 학교가 정책적 지원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려한다는 의견도 있다. 예를
들어 정책 중점에 따라서 특성화고등학교가 부상하는 때가 있고 아닐 때가 있다고 느낀
다. 그런데 특성화고 취업률이 최근 낮아지고 있다는 기사들이 실리곤 하면서(한국경제,
2019. 06. 06.), 지금은 특성화고를 선택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학업 수준이 엄청 높아요. (중략) 애들이 원하는 수업을 듣다 보니까 되게 학구열이 높아서 수업 시간
에 자거나 이런 애들이 없고. 수행평가를 해도 흔히 말하는 버스를 타는 애들, 그런 애들이 없죠. 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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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참여하고 다들 열심히 수업 듣고. 공부 환경이 잘 조성되다 보니까 수준 높은 학생들이 많이
오고 그러면 수준 높은 학생들 바로 옆에서 참 많은 걸 배우죠. (황승규, 2018년 겨울)
일단 저희 집이랑 3분 거리 이렇단 말이에요. (중략) 교복도 너무 예쁘고. 음… 학교가 예쁘게 생겼고.
(중략) 그런데 제가 공부를 잘 하는 편이 아니어서 제가 거기를 가면 버티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서
안 갔고. (오희진, 2018년 겨울)
밑에 등수 깔아주러 가는 건지 아니면 아 그런 수준이면은 차라리 가깝고 뭐 지가 정신 차려서 공부
바짝 하면은 등수 밑에 깔아주는 그런 게 아니라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데로 가는 게 차라리 나은
거잖아요? (장채연 어머니, 2018)
좋은 환경에서 3년 동안 좋은 것을 배운다는 건 좋은 거고 혹시라도 재수를 하게 될 경우에 국영수가
안 닦여 있으면 재수를 해도 성적이 안 오른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냥 보통의 학교를 가면 아이
들이 공부를 많이 안 하면 학교에서 수준을 낮추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내가 그 수준에 맞춰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중략) 저는 재수까지라도 생각하고 조금 좋은 환경에서 공부시키고 싶은 생각이 들고
있는데 (황승규 어머니, 2018)
언니가 특성화고를 나왔는데 언니 때랑 지금 특성화고 갈 때랑 많이 달라졌다고. 요즘은 약간 특성화
가 주춤하는 시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셔서. (안세정, 2018년 겨울)

진로진학 관련 학부모-학생 결정에 물러서 있는 학교
고등학교 진학 과정에서 이들이 의존하는 상대는 부모 혹은 학원선생님, 그리고 친구
나 인터넷 등으로 나타난다. 그 중 가장 영향력이 큰 것은 부모이다. 반면 학교의 역할은
별로 나타나지 않는다. 특히 집 근처 일반계 고등학교가 아니라 특목고나 자사고, 또는
특성화고를 지원하려는 학생들은 내심 교사의 전문적인 상담과 지원을 원하다가 실망하
곤 했다. 나나중학교에서는 드물게 특성화고등학교를 고려했던 오희진은 자신이 그 학교
를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을 때 담임 선생님이 그 이상 대화를 이어가지 않으셨다고 기억
했다.
연구자: 학교 선생님들하고 네가 고등학교 가는 것에 대해서 의논한 적 없어?
오희진: 네, 없어요.
연구자: 담임 선생님한테도 얘기 안 했어?
오희진: 아니, 했는데, 저희 담임 선생님께서 그렇게 막 신경 써 주시는 분이 아니라서. 그냥 “그래?”
하고 말던데요. (2018년 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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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형 자사고를 지망했던 김용준도 2학년 때와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고등학교 입
시에 대해서 정보를 잘 모르거나 학생들의 진학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다고 불만처럼
말했다. 하지만 1학년 때 담임 선생님과 면담을 했을 때에는 잘 알고 계셨다고 한다. 진
학을 결정짓고 원서를 쓰는 3학년 때,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처럼 잘 알고 있는 분을 만났
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렇게 유리했을 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조언도 듣고 하니까 어느 부분에서든지 간에 지금 선생님
보단 나을 거 같아요. (김용준, 2018년 여름)
담임 선생님이 (중략) 너무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냥 하나도 몰라요. 다 몰라서. 별로 이야기할 가치가
없어서 수학선생님이랑 다 이야기했어요. 추천서도 수학선생님이 써주시고. (김용준, 2018년 겨울)

진로진학상담교사의 역할도 개인별로 편차가 큰 것으로 드러난다. 나나중학교의 경우
작년까지 근무했던 선생님은 능력과 열정이 커서 중3에 관심이 많았고 실질적으로 학생․
학부모와 만나서 정보를 제공하며 상담을 하는 등 지원을 해왔다고 알려져 있다. 그런데
바뀐 교사에 대해서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소원해하는 분위기이다. 실제로 이 교사는 1학
년 자유학년제만 담당하고 3학년 진학은 각 반 담임 선생님이 맡기로 했다고 한다. 학생
과 학부모 입장에서는 작년까지 선배들은 고입에 대해서 역량 있는 진로진학상담교사와
의논하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었는데 올해는 학교 안에서 기댈 곳을 찾지 못했다고 안타
까워했다.
다른 중학교 또 제가 이제 가보면 [진로진학상담] 선생님들 되게 열정적이시고, 여기는 일학년만 신경
쓰시겠다. (중략) 저도 되게 반발했거든요 교장선생님한테, 이건 아니다. 중3 부장 선생님한테도, 올해
중3 어떻게 할 거냐고. (전초롱 어머니, 2018)
서울 뭐 비즈니스 고등학교(중략) 거기 제과제빵과가 있어서 가려고 했는데. 뭐 면접을 봐야하는데 ○
○○샘 [이전 진로진학상담선생님] 이 없어서 딱히 모르겠고. (중략) 샘이 잘해주셨는데. (유상호,
2018년 여름)
담임샘 하고 상담 안 하고 저는 이제 나영이가 외고나 일반고 그거를 여쭤보려고 저는 진로선생님한테
상담신청을 했었거든요. 근데 실패했더라고요. (중략) 너무 실망스럽더라고요. 전에 계시던 분이 원래
좀 잘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계속 계신 줄 알고 신청을 했는데. (허나영 어머니,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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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학 결과와 그에 대한 반응
나나중학교 학생들은 전반적으로 일반계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특성
화고등학교는 학급에서 1~2명 정도 선택했으며 과학고등학교는 전교에서 10명 안쪽으
로 도전해서 2명이 합격했으며 이번 해에 예고 지원자가 전교 20명 정도로 예년에 비해
서 대폭 증가했다. 그 외에 극히 일부가 전국형 자사고와 외고를 지원했고 서울형 자사고
는 학급당 6~8명 정도씩 지원해서 추첨으로 당락이 정해졌다. 학급 인원 28명 중에서
3명~8명 정도를 제외하고 20~25명 정도가 일반계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셈이다.
거의 특성화를 안 가요. 특성화를 가면 되게 공부를 못하고 여기는 분위기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나나중의 분위기가 조금 그렇고 예전 학교에서는 특성화 많이 가니까 뭐 내가 원하는 특성화 그냥 가
는 분위기고 여기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교사 나1, 2018)
제 눈에 너무 아까운 보석 같은 애들이 있어서 부모님들한테 공부 되게 잘하는 특성화고 이런데 이렇
게 말씀드리면 기분 나빠하세요. 다 좋은 대학을 갈 거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교사 나2, 2018)

고등학교 입시 결과를 받아들이는 태도와 관련해서는 일반계 고등학교 지원 시에도 1
지망, 2지망 등이 있지만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심리적 타격을 입는 경우는 잘 보이
지 않는다. 단순한 운의 문제라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학고나 전국형 자사고 등 선
발 기제가 있는 입시에 도전했던 학생들에게는 그 결과가 심각하게 다가온다. 특히 합격
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많은 준비를 한 경우에 더욱 그러하다.
애들이 이번에 D고를 진짜 많이 썼어요. 1지망으로. 그래서 애들이 거의 다 떨어지고 그러니까 아쉽긴
한데 ‘나만 떨어진 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죠. (안세정, 2018년 겨울)
좀 씁쓸했죠. (중략) 겉으로 표현 안 했죠. 아쉽죠. (중략) 동아리 이런 것 든 이유가. 학교 활동을 열심
히 한 이유가. 사실은 C고 가려고 한 건데. 예상치 못하게 활동 열심히 해 가지고 3학년 때, 3학년
초에 상을 하나 받았어요. (중략) 그랬는데 좀 부족하더라고요. 진짜 좀 괴물 같은 애들만 가나 봐요.
(전초롱, 2018년 겨울)

김용준 학생은 전국형 자사고 중 한 곳에 지원했으나 떨어진 충격으로 심리적으로 힘
들어했다. 김용준이 마음의 타격을 크게 받은 이유는 그 이전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
의 노력을 했기 때문이다. 본격적으로 입시를 준비했던 한 달 반 동안은 “잠도 잘 안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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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공부만 했다.” 본인보다 성적이 좋지 않았다고 여겼던 친구들이 합격한 것을 보고
화가 나기도 했지만, 더 성적이 좋았던 친구가 불합격하기도 하여 유사한 처지를 서로
위로하면서 위안을 받기도 했다.
한 새벽 6시 정도까지 공부하다가. 10시에 학원이 끝나면 그냥 카페 가서 카페가 2시에 문 닫아서
2시까지 있다가, 엄마 태우러 오면 집 가서 대여섯 시까지 공부하다 학교 가서, 학교에서 좀 잤어요.
어차피 기말고사 끝난 후라 별로 안 중요해서요. (김용준, 2018년 겨울)
제가 알고 있던 친구가 제일 잘했는데 둘 다 떨어져서 더 그렇긴 했는데 그래도 혼자 떨어진 건 아니라
서. (김용준, 2018년 겨울)

반면 원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의욕적으로 준비하면서 생활하는 경우도 있다. 면접 우
수자로 서울형 자사고에 합격한 황승규는 학력 수준이 높다는 원하는 학교에 합격한 이
후 생기 있는 의욕으로 공부에 전념하고 있다.
의도한 건 아닌데 A고를 다니고 거기 주변 학원을 다니다 보면 주변 애들이 진짜 열심히 해요, 그러다
보면 저도 자연스럽게 자극받고. 특히 제가 엄청 친한 선배 한 분이 계시는데 A고에서. 그 누나가
전교 2등이에요. (중략) 그 누나 옆에 있으니까 자극도 되고 그래 가지고. 저도 열심히 하고 저도 좋은
대학 가고 싶어졌어요. (황승규, 2018년 겨울)

고등학생이 된다는 것
중학교 3학년 생활이 끝나고 고등학교 입학하기 바로 전인 2월에 학생들에게 ‘고등학
생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질문했다. 가장 먼저 튀어나온 답변들은 주로
대입과 직결되어 공부, 수능 등의 단어로 표현되었다. 구체적으로 “다른 게 생각났으면
좋겠는데 공부가 생각나요”(허나영, 2018년 겨울), “공부만 하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전
초롱, 2018년 겨울), “대학교나 진로나 이런 게 한층 가까워지고 있구나”(황승규, 2018년
겨울), “대학교, 수능”(안세정, 2018년 겨울), “나도 이제 수능을 봐야하는 학생이구나”(장
채연, 2018년 겨울) 등의 반응이 돌아왔다. 이들에게 고등학생이 된다는 것은 단연코 ‘대
입’과 연결된다.
중학교는 그냥 예행연습이라 치고 (중략) 고등학교는 이제 딱 들어가면 바로 대학이랑 직결되는 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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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 그리고 주변에 언니오빠들 막 얘기를 들으면 진짜 대학교가 그냥 인생의 다인 것 같잖아요. 그러니
까 내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중략) 가족들도 제가 첫 번째니까 (중략) 기대가 되게 높단 말이에
요. 재수도 안 되고. (김선예, 2018년 겨울)
이제는 성적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수시로 가려면 성적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1등급 받으려면 4프로
안에 들어야 되는데, 4프로가 저희 학교에서 아마도 8명, 7명. 여기까지일 거예요. 그런데 그게 솔직
히 쉽지는 않잖아요. 200명 넘는 데서 8등 안에 들어라 이러면 너무. 제가 원래 공부를 잘 하던 애도
아니기 때문에. 걱정이 되고 무서워요. 근데 다 저 같은 마음일 거예요. (오희진, 2018년 겨울)

한편으로 어른으로서 책임이 늘어남을 얘기한 경우도 있다. “어른과의 거리를 좁혀나
가는 단계”(권지환, 2018년 겨울), “곧 성인이 된다는 거”(유상호, 2018년 겨울), “갈수록
책임감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황승규, 2018년 겨울) 등의 반응이 이에 해당한다.
중학교보다는 더 발전한, 그리고 좀 더 차분하고 좀 더 의젓하고 좀 더 어른들과의 거리를 좁혀나가는
단계라고 생각해요. 중학생과 어른과의 격차라는 게 있는데 그 격차를 조금씩 좁혀가는 게 고등학교
생활이라고 생각해요. (권지환, 2018년 겨울)

‘고등학생 되기’ 준비는 선행학습으로

고등학생이 되기 위해서 중3 겨울방학에 준비하는 것은 역시 선행학습이다. 나나중학
교 연구참여 학생들 대다수가 상당한 시간을 학원에서 머무르면서 겨울방학을 보냈다.
예를 들어 안세정은 수학 학원만 월, 수, 금, 토, 일, 이렇게 주 5일을 가는데 아침 9시부
터 저녁 7시30분까지 머문다. 권지환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수학학원에서 보내고 토요일에는 영어학원, 수요일 저녁에는 국어학원을 다닌

다. 이 외에 스스로 학습계획을 세워서 필요한 것을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다.
아홉 시부터 열두 시까지는 자습을 하고. 열두 시에서 한 시까지는 점심시간이에요. 그리고 한 시부터
세 시까지 특강을 해요. 그리고 세 시부터 네 시까지는 다시 자습을 하고. 네 시부터 다섯 시 반까지가
저녁 시간이고요. 다섯 시 반부터 일곱 시 반까지가 본 수업이에요. (안세정, 2018년 겨울)
테스트가 끝나면 1교시 시작을 해요. 9시 40분쯤에. 그런 다음에 11시까지 해요. 그런 다음에 좀 쉬
어요. 그런 다음에 한 11시 10분부터 12시 반까지 수업을 한 다음에 점심시간을 가져요. 점심시간이
딱 한 시간이거든요. 점심시간 끝난 다음에 1시 반부터 3시까지 수업을 하고. 10분 쉰 다음에 3시
10분부터 5시까지 수업을 해요. 그런 다음에 5시부터 5시 30분까지 클리닉이라는 걸 해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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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점심 먹고 시간을 조금씩 조금씩 늘려야 되는 게, 점심을 먹고 바로 테스트를 40분 정도
해요. 그렇게 하면 5시 반에 저녁시간을 가져요. 6시까지 한 다음에. 6시부터 8시까지는 자율학습이
죠. 오늘 배웠던 것 정리하고 숙제하고. (권지환, 2018년 겨울)
영어 단어는 하루에 50개 이렇게 외우고. 그 다음에 마더텅 국어 기출문제집 사서. 비문학이 좀 약한
것 같아서 비문학 사서 풀고 있어요. (오희진, 2018년 겨울)

선행학습 외에는 온라인에서 새 학기 콘텐츠를 접하면서 고등학교 생활을 위한 준비에
도움을 받기도 한다. 유튜브에는 학년별 문제집이나 인터넷 강의를 추천해주는 영상부터
인기 있는 필기구를 추천해주는 것까지 다양하게 있다. 유익한 내용이 유튜버의 입담과
어우러져 재미있게 보면서도 도움을 얻을 수 있어서 인기라고 한다.
새 학기 관련된 콘텐츠가 요즘 많이 떠서 그런 거 보고 있어요. 문제집을 추천해 주는 그런 영상도
있고. 그런 거 있어서 보고 있어요. (중략) 필기류 top5 이러면서 사람들이 설문조사 한 거를 영상으로
보여 주기도 하고. 또 무슨 인강 추천 이런 것도 있어요. 요즘 떠오르는 콘텐츠 이런 거. (오희진,
2018년 겨울)

몇몇 학교는 신입생을 위한 과제를 부여하기에 이런 고등학교에 배정된 학생들의 준비
에는 과제를 하는 것도 포함된다. 예를 들면 E고등학교는 신입생을 위한 책자를 배부했
는데 앞부분에 학교 교육과정 등 신입생에게 필요한 정보를 담고 뒷부분에는 신입생 과
제를 담고 있다. 과제는 영어단어 암기, 수학 모의고사 풀기, 한자 암기, 독후감 등이다.
고등학교로의 정착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했을 때, 중학교가 초등학교와 다른 점에 대해서 한참을
설명하던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는 중학교 때와 달라진 점이 별로 없다고 했다.
학교의 구조, 시간표 구성, 교사 역할 등이 중학교와 틀을 공유하기에 특별히 적응이 필
요하거나 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고등학생으로서의 생활에서는 변화를 느끼고 있었다.
첫째, 가장 큰 변화는 더 바빠지고 할 게 많아졌다는 것이다. 대학 입시를 위한 경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생각하기에 긴장도가 높아졌다. 학생들은 전반적으로 고등학
생이 되면서 학업 내용을 어려워했고 시험 치르는 것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며 성적에
도 매우 민감해졌다. 중학교 때는 수행평가가 있어도 대강 하거나 안 하기도 한 학생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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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이제는 그 하나하나가 모두 내신에 반영되고 내신은 대입에 반영되기에 안 챙길
수 없다고 했다.
중학교 때 아무 생각 없던 애들까지 다 같이 고등학교 와서 공부를 하니까 경쟁상대가 늘어났다는 그
게 엄청 느껴지는 거예요. ‘나는 이러고 있는데 다른 애들 다 공부하고 있겠지.’ 이런 생각? (전초롱,
2019년 여름)
중3때 공부를 안 했을 때 평균이 95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뼈를 갈아서 했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안 나온 거예요. (김선예, 2019년 여름)

공부에 전념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학기 초부터 밤에 자는 시간을 3시간~5시간으로
줄여도 공부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걱정했다. 황승규는 학교와 학원 수업이 끝나면
새벽 1시까지 여는 학원 자습실에서 공부했는데 1시 이후에도 공부할 때가 있어서 24시
간 운영하는 독서실을 하나 더 다니고 있다. 5시간 30분 정도 자는 오희진은 몸이 늘
안 좋다고 하면서도 정말 공부하는 애들은 새벽 늦게까지 하는데 비해 자기는 많이 자는
편이라고 했다. 유상호도 자신의 요즘 모습을 “졸리고 피곤한 사람”이라고 묘사했다.
수면이 부족한 것은 중학교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학생들은 중학교 때는 “스마트
폰 하느라” 늦게 자서 피곤했는데 지금은 “해야 할 거 하느라” 늦게 잘 수밖에 없다고
한다. 수면이 부족하니 학생들의 컨디션은 좋지 않다.
머리 아프면 그냥 약 먹으면 괜찮으니까. 그런데 코피 터질 때가 있어요. 많이 피곤할 때. 특히 수행평
가. (황승규, 2019년 여름)
중간고사 때는 시험기간이라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독감도 걸리고, 그때 면역이 너무 약해져서…
눈병도 걸리고. 엄청 힘들었거든요. 몸이. 그러고 며칠 전에는 그 손바닥에, 바닥을 짚고서 일어났는데
있다 보니까 손바닥에 핏줄이 터져 있는 거예요. 안에 모세혈관 같은 게. 근데 그게 가능하지가 않잖아
요. 바닥만 짚었는데 어떻게 핏줄이… (김선예, 2019년 여름)

둘째, 학교에서의 우선순위, 잣대 등 기준이 성적 중심으로 옮겨진다는 것이다. 학생들
은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과 대화의 저변에 ‘성적 중심주의’가 깔려 있다고
느낀다. 학교 안에서의 일상이 모두 학생부와 연결되어 이루어진다. 학생들은 동아리를
선택할 때도 자신이 하고 싶은 것보다는 진학할 학과에 맞는 스펙이 되어 줄 수 있는

122

Ⅳ. 중학교 3학년의 생활과 진로

유리한 주제를 선택한다. 수업 시간 발표나 질문, 수행평가, 학교 행사 참여 등 하나하나
가 모두 학생부 기록과 연결되어 이루어진다.
학교 수업 할 때, 발표를 하면 생기부에 적어주신다고 하는데, 그게 좀 그래요. 진짜 궁금할 때 질문을
하고 그래야 하는데 (허나영, 2019년 여름)

학생들은 교사들이 학생들에 대해서 판단하는 기준이 ‘성적’이라고 느끼기도 한다. 때
로는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때로는 은근슬쩍 본심으로 비춰지기도 한다. 교사들이 예시를
들 때도 성적인 좋은 학생들은 긍정적인 예로, 장난끼 많은 학생들은 부정적인 예로 든다
고 한다. 학생들은 고등학교 1학년이 되어 자신도 잘해보고 싶은데 이미 교사들이 성적
으로 자신들을 판단하고 있기에 기회를 빼앗겨버렸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작게는 인사 안 받아주는 거. 공부 못한다고 직접적으로 애들 많은 데 앞에서 까내린다든가.
(권지환, 2019년 여름)
반에서 한 5~6명은 챙겨주는 것 같고. 다른 애들은 개무시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중략) 성적으로 사람
인간성까지 판단해 버리니까. [제가] 공부 못하는 건 사실이니까. (권지환, 2019년 여름)
‘시험 잘 본 애들만 선생님이 관심 있어 하는 것 같다.’ 이런 걸 막 느껴요. (전초롱, 2019년 여름)

셋째, 수학이 특히 많은 학생들의 고민거리다. 개념을 모두 이해하는 데까지도 시간이
꽤 걸리는데 학교에서 진도를 나가면서 바로 중간‧기말 고사가 다가오니 심화 문제를 대
비할 수 있는 시간이 도저히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게다가 수학을 하는 데 시간이 많
이 걸려서 수학에 집중하다보면 다른 과목 대비가 안 되어 다른 과목마저 망치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중3 겨울에 대비가 좀 되었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여기고 그게 아닌 학생들은 방학 때 더 하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 자신의 수학 실력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 학생들은 다음 시험을 앞두고 “열심히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 지 잘 모르겠어요.”라며 울음을 터뜨리기도 한다. 학생들에게서는 현재의 고민 1위도
수학, 가장 어려운 점 1위도 수학, 진로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도 수학이라는 답변이
여러 차례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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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 때부터 쌓아 와야 하는데 저는 그때그때 바로바로 중학교 때는 솔직히 대충 바로 막 진짜 한
달 전에 시작해도 막 시험 잘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예전부터 차곡차곡 개념부터 쌓아서 어려운 문제까
지 풀어야지 시험을 잘 볼 수 있거든요. (오희진, 2019년 여름)
수학 망했어요. 그래서 진짜 상상 이상의 점수를 받고 왔어요. (전초롱, 2019년 여름)
학원은 약간 심화를 원하는데 저는 약간 아직 심화보다는 기본부터 한 번 더 봐줬으면 좋겠어서 그런
심화 문제를 주면 저는 잘 못 풀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안 맞는 것 같아요. (안세정, 2019년 여름)
답지를 봐도 이해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니까 외워요. (중략) 그래서 공부하기가 싫어져서, 수학하면
머리에 열이 오르는 거예요. (중략) 모르는 걸 못 물어봐요. 시간이 안돼서. 지금 계속 진도 나가요.
왜냐하면 시험범위까지 다 끝내야 하니까. 모르는 게 앞에 있어도 일단 넘어가고. 계속. 나가야 돼요.
(오희진, 2019년 여름)

몇몇 학생들은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만 끝난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나
는 갈 수 있는 대학이 없다”라거나 “이런 성적으로는 내가 하려던 진로는 꿈도 못 꾼다”,
“나 같은 애는 이미 망했다”면서 의기소침해 있다.

중학교 시절에 대해 후회되는 것
고등학교 생활을 시작한 학생들에게 중학교 시절에 대한 회고를 들었다. 특히 본인이
후회되거나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공부’ 또는
‘노는 것’을 주제로 이야기했다. 공부를 하는 척 하면서 실력을 쌓는 것도 확실히 노는

것도 아닌 상태였던 점이 가장 후회된다고 했다. 그래서 조언이 모두 일치하지는 않지만,
고등학교 때 놀 시간이 없으니 중학교 때 실컷 놀라는 것, 내신보다는 주요과목 위주로
열심히 공부하라는 것, 또는 중학교 때는 놀 때는 열심히 놀고 공부할 때는 열심히 하라
는 것으로 압축된다.
중학교 공부는 내신은 하나도 하지 말고, 국영수만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후회돼요 진짜. 국영수 빼고
과학, 역사 이런 거 시험공부 하나도 하지 말고, 내신관리 하지 말고 그랬으면 좋겠다. 진짜 쓸데가
없어요. (오희진, 2019년 여름)
딱 공부 열심히 해서 나중에 후회 안 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 얘기해주고 싶어요. (안세정, 2019년
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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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목고 안 갈 거면 더 놀라고. (중략) 아예 열심히 하거나 아예 놀라고. (허나영, 2019년 여름)
엄청 열심히 진짜 죽을 듯이 안 해도 되는 것 같아요. (중략) 고등학교 오니까 진짜 시간이 없어서.
중학교 때 놀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최재섭, 2019년 여름)
1학년은 놀아도 될 것 같고, 2, 3학년 때는 실전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아요. (김용준,
2019년 여름)

중학교 시절이 학생들의 머릿속에서는 ‘공부’와 ‘놀기’로 양분되어 있는 모양이다. 연
구참여 학생 중 황승규만 “친구관계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고 교우관계에 대해서 언급했
고 나머지 모든 학생들은 공부나 놀기와 관련지어 말했다. 고등학교에 들어와서 시험과
성적에 예민해진 상황이어서 답변이 단순해진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중등학교 시절
의 삶이 학교와 학원에서의 수업과 숙제, 아니면 친구들과의 노는 시간으로 양분된 단순
한 형태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다.

라. 종합
중학교 시절, 친구 관계에서 고민이 많았고 하고 싶은 것과 할 수 있는 것 사이에서
어른들 및 제도와 갈등하면서 보내던 학생들이 중학교 3학년이 되어서는 점점 고등학교
와 가까워지는 것을 느끼면서 생각이 많아졌다. 나나중학교 학생들 대부분은 기본적으로
대학교까지는 다닌다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공부를 잘 해서 최대한 좋은 대학에 들어
가야겠다는 것은 흔들림 없는 축으로 가지고 있다. 중학교 시절, 친구들과 놀고 싶고 스
마트폰 활동에 빠져있을 때조차도 이 부문에 있어서 갈등은 없었다.
중학교 3학년 시절은 학업적인 부분에서 ‘중학교 3학년’ 자체로서 갖는 의미보다는 고
등학교를 준비하는 시기로서의 의미가 컸다. 특목고와 전국형 자사고 등의 입시 전형에
참여하지 않는 대다수의 학생들에게 중3 때의 내신 성적 자체는 큰 의미가 없다고 여겨
졌다. 오히려 이들은 고등학교 과정 선행학습에 주력했고 그 중에서도 핵심은 수학에 있
었다.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과정에서는 자신의 현실로서 성적과 거주지 등을 점검하고
각 학교별 자신에게 어느 지점에서 유불리가 있을지 가누면서 부모와 의논하여 정했다.
고등학교는 체제 면에서 중학교와 큰 차이가 없었기에 학교생활에 적응하는 자체는 큰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학생들은 학생부, 내신, 수능 등 모든 것에 잘 대비해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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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감과 학교 안에서 모든 판단 준거의 제일 기준이 성적이 되고 있는 문화를 받아들이
면서 긴장과 불안 속에서 학기 초를 보냈다.

3

다다중학교

가. 도입
다다중학교는 대도시 고소득층이 밀집한 지역에 위치해 있다. 다다중학교 주변에는 다
세대주택이나 단독주택 단지가 없고, 고급 아파트만 밀집해 있기 때문에 유사 지역 중에
서도 거주 비용이 높은 편이다. 가정의 사회, 경제적 수준이 고르게 높은 수준을 보이는
것이 다다중학교 학생들의 전반적인 특징이며, 연구 참여 학생들 역시 가정 배경 측면에
서 유사도가 높다. 또한 유명 학원가와 인접해 있고 일명 명문 고등학교로의 진학 성과가
좋다는 평판이 있어서 초등학교 때에 전입해 오는 사례가 많았다. 이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13명의 학생들 중 6명은 초등학교 3~6학년 동안 이 지역으로 전입해 온 사례였다.
올해 다다중학교 연구 과정에서 특별한 사례가 발생했다. 13명의 학생들 중 2명의 학
생들이 3학년 1학기에 미국과 뉴질랜드로 유학을 떠난 것이다. 이에 이 두 학생과의 면
담은 온라인으로 진행하였다.15)

15) 차소미 학생은 가족이 함께 미국으로 이주하였으며, 노준수 학생은 가족들은 한국에 있고 학생 본인만
뉴질랜드로 유학을 떠났다. 모든 가족이 미국으로 이주한 차소미 학생의 경우, 3회의 학생 면담과 1회의
어머니 면담을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하였다. 학생만 유학을 떠난 노준수 학생은 학생 면담은 온라인으
로 진행하고(2회는 온라인 면담, 1회는 뉴질랜드 방학 중 한국에서 오프라인 면담), 어머니 면담은 이전
과 동일하게 오프라인으로 진행하였다. 유학을 떠났음에도 끝까지 연구에 참여해 준 학생들과 어머니들
께 감사말씀을 전한다.

126

Ⅳ. 중학교 3학년의 생활과 진로

나. 중학교 3학년 생활 및 학습경험
1) 가정생활

시작된 ‘학춘기’
중3이 되면서 ‘중2병’ 또는 중2 시기의 ‘사춘기’는 지나갔다. 하지만 일부 학생과 학부
모들에게는 성적에 지나치게 예민해지는 일명 ‘학춘기’가 나타났다. 특목고, 자사고와 같
은 좋은 고등학교에 진학해야 한다는 압박감, ‘예비 고등학생’이 되었다는 압박감이 원인
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냥 애는 나름대로 커가고 있는데, 이제는 학교라는 것에 맞춰서 애를 거기에 넣으면서 ‘학춘기’ 부작
용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전에는 학교 끝나고 학원 가기 전에 한 시간이라도 쉴 타임이 있었는데,
[중3이 되고] 쉴 타임 없이 바로 학원을 가야 돼요. 이전에는 밥 먹고 10~20분 눈 감고 잤거든요.
요즘은 지친 것 같아서 밤에 11시에 자게 내버려둬요. (박민혁 어머니, 2018)
제 정신 아닌 것 같아 저 병원에 가고 싶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조금 더 오픈된
마음으로 정신과 이런 데를 갔어야 되는데, 동네 만만한 데를 가다 보니 학습클리닉이더라고요. 선생
님은 정신과 선생님이신데, 이 동네 애들이 아무래도 공부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인 변형이 일어나는
그런 걸 보시고 그쪽으로 [진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거기서 몇 가지 검사를 했어요. 검사만
받고 검사 결과 받는 데 30, 40만 원 든 것 같아요. (손태민 어머니, 2018)

박민혁 어머니는 민혁이가 중3이 되면서 중2때보다 공부에 대한 압박감을 크게 느끼
고 있으며, 일상 생활 역시 빡빡해지면서 피로를 호소하고 미소가 사라지는 것을 우려하
고 있었다. 손태민 어머니는 태민이가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였으며, 정신과
병원 대신 유사한 치료를 해준다는 학습클리닉에 다녀왔음을 말하기도 했다. 중학교 1학
년은 자유학기가 한 학기 편성되어 있으며, 자유학기를 포함한 1학년 전체 성적이 고입
에 반영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중학교 2학년부터 본격적으로 치열한 지필고사가 치러지
면서 중2 시기에 ‘성적 정체성’이 형성된다(김경애 외, 2018). 기대했던 것보다 충분히
성적이 나오지 않는 학생들은 예비 고등학생이라고 할 수 있는 중3이 되면서 쫓기는 기
분을 느끼게 되고, 특히 특목고 등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더욱 큰 압박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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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로 뛰는 엄마, ‘엄마 주도’ 고입
고소득층 밀집지역의 학생과 학부모들은 고입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 다만
그러한 관심이 실질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 주체는 학생이라기보다 어머니였다. 학생이
주도적으로 고입 관련 정보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웠고, 주로 학부
모들이 발로 뛰면서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다.
맨날 설명회 돌아다니고, 학원 설명회도 가시고, 학교 설명회도 가시고, 누나친구 엄마들 중에 나이
많은 아들이 있고, 그런 아줌마들한테 얘기도 많이 듣고, 그런 것 같아요. (중략) 저 이런 거 잘 몰라요.
(정우석, 2018 여름)
고민하다가 그래도 외고를 한 번 넣어 볼까 고민하고 있어요. 영어를 좋아해서라기보다, 수학을 못해
서. (중략) 저는 학원 설명회는 안 갔던 것 같고, 고등학교 설명회 외고, 특목고, 자사고 설명회 그런
데를 찾아갔거든요. (한은서 어머니, 2018)
진로 정보는 이 동네 학원에서 들어요. 이 동네 설명회는 컨설팅을 안 받아도 될 정도로 훌륭해요.
다양한 학원들이 경쟁하듯이 설명회를 열어요. 무슨 교육 이슈가 떴다 그러면 모든 학원에서 열리거든
요. 지금도 열심히 [다녀요]. 중3이면 고입이 시작이 되거든요. 지금 계속 설명회들이 열리고 있어요.
(박보나 어머니, 2018)

어머니들은 강남지역 학원에서 진행하는 ‘학원의 고입설명회’, 특목고 및 자사고 등에
서 진행하는 ‘고등학교의 고입설명회’를 찾아다니면서 직접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
다. 학부모들은 강남 지역 내에 위치한 고등학교 뿐만 아니라 이동거리가 있는 특목고
및 자사고 등의 설명회도 일정을 챙기면서 직접 방문하고 있었다. 이 지역의 학원들은
각종 고입 관련 이슈가 생기면 설명회를 열어서 학부모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면서 학원
홍보의 효과를 얻고 있었다. 면담에 참여한 일부 학부모들은 각종 학원에서 보낸 홍보
문자메시지를 연구자에게 보여주었는데, 이와 같이 최신 교육정보를 생생하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이 지역의 장점으로 여겨졌다. 학부모들은 저마다 고입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
고 이를 학습하면서, 고등학교별 입시 전형의 특징에 대해 전문가에 준하는 부분까지 꼼
꼼하게 알고 있었다. 이처럼 발로 뛰는 어머니들의 노력의 배경에는 본인 자녀의 고입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측면 뿐만 아니라 입시 정책에 관한 풍부한 지식이 자랑이 되는
지역사회의 분위기도 작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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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와 함께 하는 수행평가
다다중학교 학부모들의 자녀 교육에 대한 높은 수준의 관여는 종단 연구 과정에서 일
관되게 나타났다. 초등학교 시절 자녀의 스케줄을 챙기고 학원을 알아보고 자가용으로
학원 통원을 도와주었고(김경애 외, 2016: 126), 중학교 진학 후 자율동아리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실질적인 역할을 어머니가 맡기도 하였으며(김경애 외, 2017: 216), 학교의 내
신 성적이 고입에 반영되는 2학년이 된 후에는 수행평가가 가족의 숙제가 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김경애 외, 2018: 211-212).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중학교 3학년 시기
에도 이어지고 있었다.
수행평가 같은 것도 외부에서 다 하고 와도, 그걸 선생님들도 분명히 아는데 그걸 묵인하고 넘어가시
거든요. 지금 소미 친구들 보면 만들기 수행평가가 있으면 보면 모든 걸 엄마가 다 만들어 주고 다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애한테 들려 보내면 그걸 선생님도 그냥 받아서 평가하는 식이라. 애들이 외부
적으로 해야 되는 게 너무 많은 것. 그걸 학교에서 당연하게 여기시는 것 같아요. (차소미 어머니,
2018)
다른 중학교 같은 경우는 [수행평가] 합산을 했을 때 여학생들이 좀 더 높게 나올 수가 있는데 다다중
학교는 그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중략) 부모님들이 워낙 케어를 하고 계시니까 남학생들도 수행평
가에서 펑크가 거의 없는 거죠. (교사 다2, 2018)

차소미 어머니는 학교의 수행평가를 어머니가 만들어주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외부에서 해야 하는 과제가 많으며, 학교 교사들이 이를 알고 있음에도 묵인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교사 다2는 다른 중학교의 경우 일반적으로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수
행평가 점수가 높은 경향이 있는데, 다다중학교는 어머니들이 수행평가를 적극적으로 챙
겨주기 때문에 남학생들도 수행평가를 ‘펑크’내는 경우가 드물고 그에 따라 남학생과 여
학생의 수행평가 점수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특목고 및 자사고 지원 자체가 좋은 경험이라는 인식
다다중학교 학생들의 경우 대부분 특목고 등에 관심을 갖고 준비해보려는 시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모습의 배경에는 학교에 붙으면 좋지만, 설사 학교에 지원해
서 떨어지더라도 그러한 고입 과정에서의 경험이 학생에게 자극이 되어 미래의 대입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인식이 자리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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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동네 아이들은] 중3 되면 다 한 번씩은 써 본다고 하더라고요. [영재고 입시가] 그게 학종하고 비슷
해서, 자소서라든지 생기부라든지. 비슷하니까 한 번 경험삼아 해 보라고 하더라고요. [민혁이도 영재
고 입시를] 해 보니까 경험이 되기는 하는 것 같아요. 아이가 나중에 [대학입시에서] 입을 내상도 지금
미리 입어보고. 고등학교의 시뮬레이션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중략) 처음에 [영재고 서류] 접수 할
때는 멋모르고 했는데, 막상 접수하고 나서부터는 서류평가 하고 시험도 봐야 되잖아요. 애가 점점
진지해지더라고요.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계기가 되니까. 누구든
지 실력이 되든 안 되든 한 번 도전해 보라고 하고 싶어요. (박민혁 어머니, 2018)
[채영이는 외고에 불합격했지만] 저는 준비시키길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애가 준비를 하고 거기 오는
애들을 보면서 ‘나만 이러는 게 아니고 나보다 훨씬 열심히 하는 애들도 있고, 다른 애들은 좀 더 삶을
잘 생각하고 있구나.’ 이런 걸 조금은 알아온 거 같아요. (중략) 마지막에 학원을 좀 보냈어요. 면접
준비해보라고. 근데 모르겠어요. 도움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모르겠어요. (김채영 어머니, 2019)
자기소개서 준비를 하면서 자기 [중학교] 3년을 돌아보는 시기에 ‘이게 그런 의미였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이 봉사활동도 이렇게 했으면 되게 좋았을 텐데, 그 생각을 못 했네.’
그런 게 몇 개 있어요. (중략) 이제부터라도 네가 해서 너무 다행이다. (중략) [중학교] 경험을 원서를
쓰면서 왜 그 대회에 나갔는지 돌이켜봤을 때 그게 이런 의미가 있고. 사실 엄마가 의미를 주고 말해도
얘는 이제 인지 못 한 것도 있거든요. 이게 자기소개서 한 번 써보고 [외고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이
너무 값졌어요. (양은솔 어머니, 2019)
저도 애랑 저도 너무 갈등을 겪었던 게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하면, 예를 들어 봉사활동 하라고 하고,
독서록도 하라고 하면 그걸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왜 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면접 준비 하면서 그걸 다 끌어다가 쓰고, 그거로 자기가 점수를 냈잖아요. 지금은 찍소리 안 해요.
(한은서 어머니, 2019)

다다중학교 졸업생들 중에는 특목고 및 자사고 등에 합격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특
목고와 자사고 등은 ‘나와 상관없는 특별한 학교’가 아니라 ‘주변 친구들이 진학하고 나
도 갈 수 있는 학교’로 여겨지고 있었다. 따라서 지원서와 자기소개서를 쓰고 면접을 보
는 일련의 과정은 큰 고민 없이 도전해 볼 수 있는 행위이고, 이와 같은 고입 선발 과정
은 대입과도 유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는 대입을 위한 예행연습이 될 수
있었다. 또한 중학교 생활을 돌아보면 공부에 대한 분발을 촉진하는 기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적 효과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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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생활

중3이 되니 잦아드는 ‘중2병’
지난해 연구에서 다다중학교 구성원들은 한 목소리로 심각한 중2병 증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1학년은 ‘중학교 적응기’이고 3학년은 ‘고등학교 준비기’로 학생 마
음이 고삐가 풀리지 않는 데 반해, 중학교에 충분히 적응했고 고등학교에 대한 압박은
상대적으로 적은 2학년이 ‘중학교 활동기’라는 것이다(김경애 외, 2018: 221). 중2병의
증상으로는 돌발적인 행동, 예의 없는 행동, 순화되지 않은 막말 등이 주로 언급되었다.
연구에 참여한 학생, 학부모, 교사는 한 목소리로 중3이 되면서 중2병이 잦아들었다고
말하였다.
[중2병 관련] 2학년 때보다 괜찮아졌어요. 그때 애들이 놀고 싶어서 [중2병이] 생기는 것 같아요. (양
은솔, 2018 여름)
중2 때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듣기는 하는데, 진짜로 듣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이
라든가 판단이라든가 이런 잣대가 한 번 딱 생각이 들면, 다른 사람이 옆에서 얘기하는 건 다 튕겨져
나갔어요. (중략) 작년에는 어떤 말이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굉장히 뾰족하게 반응을 했다면, 요새는
인간 대 인간으로 부드럽게 넘어가는 느낌이 들어요. (중략) 자기뿐만 아니라 다 그 시기 [중2] 를 겪었
는데 주변 친구들과 똑같은 과정을 겪으면서 조금 더 성숙해진다? 학습되어졌다고 하는 게 맞겠어요.
(김채영 어머니, 2018)
말을 하면 흡수가 되는 게 아니라 탁 튕겨나가는 느낌. 내가 말하는 게 아무 소용이 없구나, 이런 느낌
이 들고. 간혹 가다가 대드는 것도 있고. 시끄럽다고, 그냥 문 닫고 나가라고. 그런 것도 있고. 그러고
나서 돌아서고 나면 또 자상하게 얘기하고. 감정기복도 좀 심했던 것 같고. [3학년 되고] 자기 말로는,
“그 때는 내가 사춘기였고 이제 좀 괜찮죠?” 그래요. (민준기 어머니, 2018)

학생과 학부모들은 2학년과 비교해서 말썽을 부리거나 심하게 노는 사례가 줄어들었
고,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감정기복이 큰 모습들도 줄어들었다고 언급하였다. 이 같은
이해는 교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2학년 때 하도 폭발하다 보니까 지친 것 같아요. (중략) 그리고 엄청 선생님들 괴롭히고 중2병이 엄청
나게 폭발했던 몇 명 아이들이 3학년 올라오면서 한 5명에서 10명 사이의 아이들이 전학을 가거나
외국으로 가거나 이렇게 했거든요. 그 애들이 가버려서 조금 덜한 것도 있어요. 지금 있는 애들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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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작년에 힘들게 했었던 애들이 소강기에 든 것 보면 그냥 줄어든 것 같아요. [중2병은] 확실히 중2라
서 겪는 과정인 것 같긴 해요. (중략) 2학년 때는 방법을 모르니까 선생님께 그냥 대들었던 것이 3학년
되니 진짜 반성하고 깨닫는 게 아니더라도 융통성 있게 넘어갈 줄 아는 것이 체득이 되니까 3학년
때는 갈등이 덜한 것 같아요. 그런 걸 학습하는 것 같아요. (교사 다4, 2018)
작년에 담임을 했던 선생님들께서 몰려있는 아이들 없게 분배를 잘해주신 것 같아요. 골고루 애들을
흩어놓고 그렇게 분배하는 그게 잘 되었는지 작년만큼 그렇게 이 아이들이 선생님들 힘들게 하거나
그렇진 않은 거 같아요. 그리고 이제 분배를 잘한 것도 있고 좀 3학년이 되니까 약간 이제 입시라든가
고입이라든가 생각이 생겨서 그런 건지 작년에 비해서는 전반적으로 좀 나아진 느낌이에요. 점잖아졌
고. 그래도 선생님들 말도 좀 잘 듣고. 생각했던 것보다는. (교사 다3, 2018)
[중2병이] 좀 사라진 것 같아요. 작년에는 애들이 선생님을 놀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장난을
치고 지도를 받고, 쉬는 시간 지나고 나면 다른 반에서 똑같은 장난을 또 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올해
는 그런 건 좀 없어졌어요. (교사 다6, 2018)

줄어든 벌점과 학폭위, 평화로운 중3 교실
지난해 연구 과정에서는 학교 내에서 중2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폭위가 자주 열리고
있으며, 연구 참여 학생이 학폭위에 이름이 올라가기도 했다(김경애 외, 2018: 225-228).
그런데 중3이 되면서 벌점과 학폭위가 눈에 띄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많이 준 것 같아요. 작년에 저희 반에 학폭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 차례 있었는데 올해는 한 차례 있었
고 그것도 아주 소소한, 경미한 걸로 있어가지고. (중략) 호르몬의 문제인 것 같아요. 작년에는 애들이
좀 얘기를 하면 바로바로 화를 내고 욱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애들이 진짜 안 잡혔는데 [선생님들이]
지도를 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3학년 애들은 화가 나더라도 조금 참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나오더라
고요. (교사 다6, 2018)
3학년은 애들이 공부를 아예 안 하는 애들이 늘었고, 오히려 학폭위는 안 열린 것 같았어요. 중2 때
애들이 이상한 짓을 많이 했었는데, 3학년 때는 애들이 다 친해져 가지고 대충 지낸 것 같아요. (정우
석, 2018 겨울)

또한 중2 시기에는 벌점을 많이 받아서 청소를 하거나 임원에서 해임되는 등의 사례가
다수 보고되었다(김경애 외, 2018: 234-237). 학교 차원에서 벌점을 가차 없이 적용하면
서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키는 중2 학생들의 생활 지도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중3이 되
면서 벌점 역시 줄어들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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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왜 3학년이 되면 사건 [학폭] 이나 벌점이 줄어들까요?
김채영: 쌤들이 계속 너네 이러면 고등학교 못가 이러니까. (김채영, 2018 여름)
저희 학교는 벌점이 되게 빡빡하거든요. [원우는] 3학년 올라와서, 학급에서 하는 활동에 있어선 대체
적으로 협조적으로 하려는 것 같아요. (교사 다4, 2018)

치열한 내신 경쟁
중3이 되면서 중2 보다 내신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었다. 중2부터 공부를 잘 해서 좋은
내신 성적을 받던 학생들은 계속해서 내신 공부를 열심히 하고, 2학년 때 성적이 좋지
않았던 학생들도 3학년 성적은 올리려고 도전한다는 것이다.
연구자: 중3 내신 경쟁이 치열해요?
김다정: 네, 왜냐하면 원래 잘 하는 아이들은 떨어지지 않고, 특목고 준비하는 애들은 죽도록 해야
해서. [특목고는] 2학기 중간고사까지 들어가요. (김다정, 2018 여름)

특히 특목고에 진학하려는 학생들은 작은 내신 성적 차이로 합격과 불합격이 나누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내신 경쟁이 가열되는 경향을 보이기 쉬운데, 다다중학교의 경우 특목
고에 진학하려는 학생들의 수가 많기 때문에 내신 경쟁이 가열되는 학교 분위기가 형성
된 것으로 해석된다.
3학년 1학기: 유학생과 전기고 합격생으로 어수선한 수업분위기

최근 중학교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 영재고를 제외한 특목고와 자사고의
입시는 후기(2학기)에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다다중학교는 영재고 지원자 및 합격자가
다수 있는 편이고, 또한 중3 시기에 외국으로 유학을 떠나는 학생들도 많기 때문에 3학
년 1학기의 수업분위기는 다소 어수선한 것으로 보였다.
[유학 떠나기 전까지] 정신상태가 완전히 이제 갈 거라고 마음이 이미 떠났으니까. 가기 전까지 다
놀았어요. (노준수 어머니, 2018)

연구에 참여 중이던 노준수와 차소미 역시 3학년 1학기 중 각각 뉴질랜드와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다. 노준수는 학기 중에 뉴질랜드로 떠나게 되면서 이후 학업을 등한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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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2 때는 자는 애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런데 중3 때는 아예 대놓고 자고, 이불 덮고 자고 그런 애들
이 많아요. 진짜로 주요과목 아닐 때는 안자는 애들을 세는 게 더 빠를 때 있어요. 특히 대놓고 자는
애는 영재고 이번에 붙은 애들 두 명. 아예 공부 안하는 애도 맨날 자는 애도 있고요. 나머지는 돌아가
면서 자요. (정우석, 2018 여름)
제 친구 중에는 국제고 간 애는 국제고 가려고 기말고사 보고는 학교 안 나오고 [학원] 특강 듣다가
바로 제주도 쪽 내려가요. (손태민, 2018 여름)
[다른 학교에서는] 자사고, 특목고 가는 애들이 한 반에 1~2명? 영재고 쓰는 애들도 있긴 있어도 [전
교] 통틀어 1명 이정도 있었는데, 여기는 영재고 쓰는 애들도 너무 많아요. [특목고와 자사고를] 거의
다 한 반에 10명이 쓰는 거니까. (교사 다6, 2018)

위 사례들을 보면, 각 반마다 차이는 있지만 거의 모든 반에 전기(1학기)에 전형이 진
행되는 영재고 지원자와 합격자가 있고 유학을 떠나는 학생들도 다수 있었다. 이에 따라
학교 수업에서 마음이 떠난 학생들이 교실마다 존재했고, 대학 수시 모집이 시행되는 고
등학교 3학년 교실처럼 어수선한 수업분위기를 나타내기도 했다.
3학년 2학기: 졸업할 때까지 중학생 vs. 나는 이미 고등학생

우리나라의 중학교 3학년 2학기에는 교육과정 공백기가 발생하게 된다. 다다중학교 역
시 10월에 중간고사를 치르고 바로 한 달 후 11월에 기말고사를 시행했다. 기말고사 이
후의 학생들은 크게 두 가지 유형을 나누어졌다. 먼저 기말고사가 종료되고 실질적으로
학교 교육과정이 마무리되었어도 끝까지 중학교 생활에 충실한 학생들이 있었다.
3학년 때 시험 끝나고 남은 세 달, 네 달 기간 (중략) 학교가 보니까 일부러 학교를 공부하려고 안
나온 애들도 있고 여행 가느라 안 나온 애들도 있어요. 학교에서 계속 영화 틀어주고 TV 틀어주니까
그냥 계속 그거 다 보고 숙제만 하고. 저는 그 기간이 되게 중요한 건 알고 있었는데 숙제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끝나 가지고. (김다정, 2018 겨울)
[3학년 2학기 기말고사 이후에도] 학교 계속 나갔어요. 정근상 [탔어요]. (양은솔, 2018 겨울)

위 사례처럼 학교에서 내실 있는 수업이 진행되지 않더라도 꾸준히 출석하고 학교생활
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있었다. 반면 다음 사례처럼 이런저런 핑계로 중학교 출석 자체를
최소화하는 학생들도 다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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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년 2학기 기말고사 끝나고] 안 나오는 애는 꾸준히 잘 안 나오고, 잘 나오는 애들은 잘 나오는데,
오히려 제가 많이 빠졌어요. 아픈 것 반, 안 가고 싶은 마음 반 해가지고 기말 끝나고 맨날 아프다고
했어요. 12월에만 네 번 해가지고 쭉쭉 빠지니 애들이 좀 오라고. (최선아, 2018 겨울)
[3학년 2학기 기말고사 후에] 한 일주일에 두 번 정도는 안 갔어요. 병결하거나 그냥 안 갔어요. (강원
우, 2018 겨울)
[3학년 2학기 기말고사 이후] 학원 숙제를 많이 하고 있고, 학교를 많이 안 와요. 아프다고 학교를
많이 안 와요. 평상시에 별로 안 아팠던 아이들이 아프다고 많이 안 오고. 아프다고 하고 처방전을
떼서 내죠. (중략) 제가 보기엔 별로 안 아파 보이는데도. 학교에서 이제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이제 그게 끝났잖아요. 내신 성적, 출결 반영. 지금 이 기간은 반영을 안 하니까 애들이 그걸
알고 이용하더라고요. (교사 다6, 2018)

늘어나는 명품 가진 학생들
학생들은 중학교 3학년이 되면서 부각된 학생들의 특징으로 명품이 눈에 띄게 늘어난
현상을 언급하였다. 중1, 중2와는 확연하게 명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연구자: 3학년이 되니 달라진 또래문화, 뭐가 유행했다 이런 거 있어요?
강원우: 갑자기 머리가 커가지고 옷은 명품 입기 시작해요. 명품 유행하고. 구찌는 보통 지갑이나 신발.
그리고 발렌시아가, 톰브라운. 대충 살짝 알려진 거면 애들이 다 입어요. (강원우, 2018 겨울)
민준기: 요즘 애들 명품 같은 거 되게 좋아하고, 게임 좋아해요.
연구자: 명품 뭐요?
민준기: 어른들 입는 거. 저는 아일랜드 좋아해요. [현재 입고 있는 옷] 팔에 이거 [완장] 가 특징인데
이게 아이디어 좋은 것 같아 가지고. (민준기, 2018 겨울)

이처럼 학생들은 중3이 되고 옷이나 신발 등에서 명품을 입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하였
다. 특히 면담이 이루어진 시점이 3학년 겨울방학이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두꺼운 잠바를
입고 면담장소로 찾아왔는데, 학생들이 입고 있는 잠바가 유행하고 있다는 명품 브랜드
들 중에 속한 경우가 많았다.
유학생: 여유로운 학교 공부와 만족스러운 성적
연구에 참여한 13명의 학생들 중 2명의 학생들이 3학년 재학 중 외국으로 유학을 떠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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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차소미 학생의 경우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미국에서 우수한 대학 진학을 희망하며
부모님에게 유학을 가고 싶다고 한 사례였고, 노준수 학생은 2학년 겨울방학 중 뉴질랜
드 어학연수를 갔다가 완전히 유학을 가고 싶다고 결심한 사례였다. 학생들이 유학을 떠
난 이후, 즉 3학년 여름방학부터 학생들과의 면담은 주로 온라인 화상통화(페이스톡)으
로 진행되었다. 학생들은 친구가 적고 생활의 변화가 크다는 점에서 일상생활 전반의 만
족도가 높지는 않았지만, 학교생활 측면에서는 상당히 만족스러워하고 있었다.
저는 성적이 좀 많이 잘 나온 편이에요. [A, B, C, D, E가 아니라] 숫자로 나와요. 모든 과목 평균이
나중에 딱 나오는 거여서 숫자로 나와요. 저는 [평균] 97, 98 이렇게 나왔어요. (차소미, 2018 여름)
1년 내로 시험 봐요. 약간 단원평가처럼? 성적표는 딱히 없고. 1년 동안 모아야 되는 점수가 있어요.
크레딧이라 해서 80 크레딧를 모아야 돼요. (노준수, 2018 겨울)
[성적은] 잘 하고 있어요. (중략) 모든 과목에서 level이 있어요. 예를 들어 수학을 선택할 때도 자기가
원하는 level을 들을 수 있거든요. 101 class가 있고 102가 있고 103이 있는데. 101이 제일 높은
거고. 저는 101이에요. 수학은 잘 하는 편이죠. 왜냐면 제가 한국에서 더 배우고 갔으니까. (노준수,
2019 여름)

학생들은 현재 다니고 있는 미국 공립 고등학교(차소미), 뉴질랜드 공립 고등학교(노준
수) 모두 수업이 영어로 진행된다는 점은 어렵지만 내용 자체는 수준이 높거나 어렵지
않아서 공부 부담은 크게 느끼고 있지 않았다. 특히 한국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학생들
이 치열하게 공부하지 않기 때문에 높은 성적을 받고 있었다. 한편, 이러한 만족감의 배
경에는 이 학생들이 다다중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고 각자 불만이 있었기 때
문에 외국 유학을 희망했던 개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다다중학교에
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고교 진학과 대학 진학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면 이 학생들이 유학을 떠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학생
들과 지속적으로 면담을 한 연구자로서는 자신감이 북돋아진 변화된 모습을 접하면서 이
학생들이 유학을 통해 행복하기를 기원하게 되었고, 나아가 우수한 인재들이 우리나라
학교 안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다는 아쉬움이 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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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 및 기타 생활

중3부터는 고등부 학원으로 이동
다다중학교 학생들은 이전부터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선행학습을 해오고 있었다.
학생들이 지금까지 다닌 학원들은 선행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가르치지만 중등부 학
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중3부터는 분류상 고등부 학원에 다니면서 예비 고등학생
반에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등 학원이 있고 고등 학원이 있어요. (중략) 고등 학원에서는 중3부터 받는 학원인 거예요. ‘예비고
1’이라고 하더라고요. (민준기 어머니, 2018)
큰 애 다닐 때는 고등부 학원들이 중등반 자체가 없었는데. 요즘 학원들이 분위기가 중3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이래 가지고 전부 중등반이 모든 학원에 다 개설이 되요. 중3부터 고등부 과정을 여는 거죠.
보통 중3 여름, 빠르면 중3 초부터 열어서 아이들 다니게끔 해요. (박보나 어머니, 2018)

위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중등부 학원과 고등부 학원이 구분되어 있으며 고등부 학원
이란 예비 고등학생인 중학교 3학년 학생부터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을 가리
킨다.
수학은 2학년 때 학원을 너무 오래 다녔고, 내신에 치중된 그런 느낌도 들어서요. 고등학교 학원으로
바꿨어요. 과학도 2학년 때도 선행을 하기는 했는데 좀 더 큰 데로 옮겼어요. (손태민, 2018 여름)
중2 때까지, 중3 초까지는 중학교 학원을 주로 다녔는데, 저는 이제 영어, 과학, 국어는 다 중학교
내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 준비하는 고1 수업하는 학원에서 해요. 고등학교 학원. 중학교
학원이면 많아 봤자 15명 모아서 수업하는데, 고등학교 수업 들으면 100명씩 앉는 대형 강의예요.
애들 다 그렇게 바꾸는 것 같아요. (정우석, 2018 여름)
[중3이 되고] 고등학교 모의고사 대비로 하나 더 다니고 있고. (김다정, 2018 여름)
비싸요. 회당 수업료가 더 뛰어요. 백 명 넘게 듣는데도 많이 받더라고요. 수업료도 [월별이 아니라]
횟수대로 해요. (정우석 어머니, 2019)
고등 학원에서 진짜 고등을 배우는 거죠. 뭐가 다르냐 했더니 수학 같은 경우는 중등 선생님들은 꼼꼼
하긴 하지만 강의력이 되게 좋지는 않았던 거 같아요. (중략) [고등부 학원선생님은] 되게 잘 가르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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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게 꼼꼼한, 내 마음에 쏙 드는. 대신 안 하면 혼내고, (민준기 어머니, 2019)

학생들이 기존에 다니던 중등부 학원들도 선행을 통해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가르치고
있었지만, 이제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고등부 학원에서 전문적으로 배우고자 하고 있었
다. 고등부 학원은 유명한 강사가 가르치는 대규모 강좌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대규모
강의인데도 학원비는 오히려 비싸다고 하였다. 중등부 학원의 강사들은 꼼꼼하지만 강의
력이 뛰어나지는 않은 데 비해, 고등부 학원의 강사들은 강의력이 매우 뛰어나 대규모
강의임에도 학생들의 몰입과 실질적인 성적 향상에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학원에서 면접을 준비하는 아이들
연구 참여 학생들 중 한은서 학생과 김채영 학생은 외고에 지원해서 최종 면접까지
참여했다. 최종적으로 한은서 학생은 합격했고, 김채영 학생은 불합격하고 강남지역의
일반고에 배정을 받게 되었다. 이 학생들은 외고 면접을 대비해서 면접 학원을 다닌 것으
로 나타났다.
기말 끝나고 면접 준비하느라 면접 학원 다녔어요. 바뀐 일과는 면접 학원 조금 넣은 거? (중략) [외고]
면접에서 원서를 읽을 때랑 한국어 읽을 때랑 뭐가 다르냐 차이가 있냐 질문을 받았어요. (중략) 주홍
글씨 원서를 읽었던 걸 예로 들면서 주홍글씨에서 father라고 하면 영어가 신부님 뜻도 되지만 아버지
란 뜻도 되잖아요. 그런데 주홍글씨에서 신부랑 다른 남자랑 바람나서 딸을 낳은 내용인데 그 딸이
모든 걸 다 알고 있다는 것을 뉘앙스로 계속 말하듯이 여자애가 신부한테 father, father 거리는데
이게 double meaning인 거잖아요. (중략)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중략) 노림수잖아요. 나 이
정도까지 읽을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한 거니까. 그 부분은 면접 학원 다니면서 한 번 다시 보길
잘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은서, 2018 겨울)
[주홍글씨 면접으로] 수석 합격했어요. 깊이 있게 했다고 느꼈나 봐요. (중략) 입학식날 수석이라 상
받았어요. (한은서 어머니, 2019)
제 장래희망이 경찰이라고 썼거든요. 외국인 범죄 관련해서 얘기하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우선 생
각해보고 얘기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완전 5분 동안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거기 계시는
아줌마가 좀 지치셨나봐요. 생각할 시간을 진짜 준다는 게 아니었나 봐요. 저는 솔직히 붙을 줄 알아가
지고 아무 생각 없이 썼는데. (김채영, 2018 겨울)
학원을 좀 보냈어요. 면접 준비해보라고. 근데 모르겠어요. 도움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모르겠어요.
(김채영 어머니,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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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고에 합격한 한은서 학생의 사례를 보면, 면접 학원에서 연습했던 내용이 실제 면접
에 나와서 잘 대답할 수 있었고 수석 합격을 하게 되었다. 반면, 김채영 학생은 학원을
다녔지만 실제 면접장에서 충분히 실력을 보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면접 학원을 다닌
것 자체가 외고 합격과 불합격에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지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
만, 특목고 지원 학생이 많은 다다중학교임에도 학교 차원에서 자기소개서 또는 면접에
대한 지원이 부족했고 그에 따라 학생들이 면접 학원을 찾았다는 점은 정책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강남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 학원의 경쟁력
연구 참여 학생들 사이에서는 전략적으로 일반고에 가서 내신을 잡아야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적도 있었지만(김경애 외, 2018: 240-241), 강남 외 일반고로 진학한 학생은 나
타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해외 유학 또는 외고, 자사고에 진학한 학생을 제외하면 모두
강남 내의 고등학교로 진학한 것이다.
[강남 밖으로] 전학 갈 수도 있다고 얘기가 나온 친구는 있는데 아직 간 친구는 없어요. 강남 버리고.
강북으로 갈 거면, 가서 독보적으로 잘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학원가는 것도 여기가 되게 편안하고 하니
까. (한은서, 2018 여름)

학생들과 면담한 결과로 보면, 연구 참여 학생들 이외에도 다다중학교 학생들 중 강남
외 지역의 일반고로 진학한 사례는 매우 드문 것으로 보이며, 고교 내신의 불리함을 알고
있음에도 강남 내 고등학교 진학하는 요인 중 학원의 경쟁력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강남 외 지역의 외고와 자사고로 진학한 한은서, 민준기 학생 역시 고등학교는
타 지역으로 진학하였지만, 학원은 이 지역에서 다니려고 계획하고 있었다.
[외고 진학] 학원은 여기에서 다녀야 되니까 여기랑 그 [외고] 사이에 집을 이사해서 셔틀로 다니려고
하고 있어요. (한은서, 2018 겨울)
[자사고 진학] 처음에 자기가 엄마 난 학원 주도인데. 이 동네 아이라 [다른 지역 자사고에 다니면 여기
학원 못 갈까봐] 되게 불안해했어요. (중략) 학원에서 배워야 할 것들이 있고, 과학 부분만 하더라도
이과 애들은 3개를 들어야 하잖아요. 그게 좀 부족하니까 [학원은 여기서 다니기로 했어요]. (민준기
어머니,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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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서 학생은 강북에 위치한 외고와 학원가와 인접한 현재 주거지의 중간 지점으로
이사를 계획하고 있었다. 민준기 학생 역시 강남 외 지역의 자사고로 진학하였지만, 이
지역의 학원을 다니지 못할까봐 걱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학교는 멀리 다니더라도 집은
이사하지 않고 방과 후에 학원을 다닐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었다. 이처럼 학생들이 강남
외 고등학교로 진학했더라도 학원은 이곳에서 다니는 모습을 통해 다시금 강남의 교육력
은 학교의 교육력보다 학원의 교육력에 기인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학생: 유학 가서 공부할 내용을 선행학습하기
3학년 1학기에 미국으로 유학을 떠난 차소미는 유학을 떠나기 전까지 인근 학원가의

유학원을 다니고 있었다. 연구자는 유학원에서 배우는 내용이 영어일 것으로 짐작하였는
데, 실제로 유학원에서 배우는 내용은 미국 학교에서 배울 수학, 과학 선행학습이었다.
차소미 어머니: [3학년 1학기] 학교 갔다 오면 집에 와서 간식 먹고. 좀 이따가, 한 일곱 시쯤 되면
학원을 가요. 열 시면 끝나서 집에 오고. 지금은 월화목금 유학원 다니고 있어요.
연구자: 영어회화를 공부하는 건가요?
차소미 어머니: 그건 아니고요. 가서 공부할 수학이랑 과학 부분을, 생명을 먼저 배운다고 해서. 조금
준비를 하고 오면 조금 낫지 않을까, 그쪽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걸 미리. 유학도
살짝 선행을 빼고 가는 거죠. (차소미 어머니, 2018)

유학생: 학원으로부터 자유로운 유학 생활
유학을 떠난 차소미, 노준수 학생은 모두 현지에서 학원을 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것에
만족하고 있었다. 차소미 학생은 전혀 학원 등 사교육을 받고 있지 않았으며, 노준수 학
생은 영어 의사소통을 위해 영어 회화만 과외를 받고 있었다.
저는 한국 친구들이랑 연락하다보면 한국에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요. 연락하다가 갑자기 어디 갔다
싶으면 그러면 학원 갔다 이러고. 어디 갔냐 물어보면 과외 한다 얘기하고 있으니까, ‘나는 편하게
집에서 숙제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쟤네는 정말 아등바등 학원에서 공부하고 있구나.’ 이런 거
느낄 때마다 정말 한국 가고 싶은 마음이 정말 싹 사라지는 것 같아요. (차소미, 2018 여름)
지금 과외만 하고 있어요. 영어 과외. 한국 사람이에요. 여기 완전 교민 한국인 선생님. (노준수, 2018
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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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유학생들은 한국에서처럼 각 교과목별로 학원을 다니지 않고 학교 공부에만 열심히
하면 된다는 점에 만족감을 느끼고 있었다. 특히 차소미 학생은 학원과 과외가 일상을
가득 채우고 있는 한국 친구들의 소식을 접할 때마다 한국 학교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사라진다고 언급하였다.

다. 고등학교 진학과 진로
가장 중요한 것은 ‘적성’, 먹고 사는 걱정은 하지 않는 아이들
연구자는 미래 직업을 정할 때 가장 중요한 고려 요소가 무엇인지를 학생들에게 물었
다. 학생별로 대답은 다양하게 나타났지만, 가장 많이 언급된 키워드는 바로 ‘하고 싶은
일’, ‘잘 하는 일’, ‘적성’이었다.

적성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에 알맞은 성질이나 적응 능력. 또는 그와 같은 소질이
나 성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2019), 여기서 알맞은 성질이
란 개인의 선호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다중학교 학생들이 진로와 직업 설계
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고려 요소는 적성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김다정 학생처럼
사회적인 존경을 가장 첫 번째 요소로 꼽은 사례도 있었다.
몸이 힘들거나 열심히 공부하는 건 젊어서 하는 거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사회적인 존경을 받는 직업
이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중략) 사람이 항상 놀고 싶어도 막상 아무 것도 안 하게 되면 우울증에 걸려
우울한 삶을 살게 되니까요. (김다정, 2018 여름)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학생들이 진로를 설계함에 있어서 월급이나 연봉이 우선적으로
작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경제적인 부분을 언급한 사례들도 있었지만 그 맥락 안을
살펴보면 경제적 기반을 갖추고 풍요롭게 살고자 하는 의도가 있을 뿐 빈곤이나 일상적
경제생활을 걱정하고 있지는 않음을 알 수 있다. 즉, ‘살아가기 위한’, ‘먹고 살기 위한’
경제력은 애초에 고려 요소가 아니었다. 가정의 경제적 배경이 학생들이 진로를 설계함
에 있어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론하게 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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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학생들이 교과 공부 중심의 진로 계획 수립
연구자는 학생들에게 본인의 인생에서 공부의 중요성이 몇 퍼센트 정도인지 질문하였
다. 학생들은 이러한 추상적이고 모호한 질문에 대해 대답하기 어려워하였지만, 학생들
의 응답을 살펴보면 인생에서 공부의 중요성을 매우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연구자: 공부가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할까요? 100% 중에서 공부가 몇 %다.
차소미: 100% 아닐까요? 기본적으로 공부를 잘 해야 내가 원하는 직업을 나중에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는 거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요? (차소미, 2018
여름)
연구자: 공부를 잘 하는 게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손태민: 공부가 다는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공부 말고는 딱히 재능이 없어서 아마
[인생에서 공부의 비중이] 99%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연구자: 그럼 공부를 어느 정도 잘 하면 ‘됐다’라고 생각할까요?
손태민: 추상적이긴 한데 제가 [대학] 배치표를 봤을 때 다 선택할 수 있으면 돼요. (손태민, 2018
여름)
70%는 중요한 것 같아요. 30%는 성격이나 가치관. 가치관이 엄청 중요한지는 모르겠고, [가치관보다]
성격이 중요한 것 같아요. (김다정, 2018 여름)

차소미, 손태민은 인생에서 공부의 중요성을 100% 또는 99%라고 응답하였는데, 평소
공부에 대한 중요성을 얼마나 크게 느끼는지 알 수 있었다. 김다정은 70%라는 상대적으
로 낮은 응답을 나타냈지만, 가치관이나 성격과 같은 기타 요소들이 30%에 해당하므로
공부의 중요성이 다른 요소들을 압도하고 있음은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연구 참여 학생들 중에서 예술 또는 체육 분야 전문가, 직업계고를 통한 기술자 등을
진로로 생각하고 있는 사례는 없었다. 모든 학생들이 교과 공부를 중심으로 고등학교,
대학교에 진학하는 것이 현재 시점에서의 진로 계획이었다. 이러한 교과 공부 중심의 진
로 계획은 비단 고소득층 학생들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상당수 학생들에게
공통되는 특징일 수도 있다. 다만 다다중학교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직업계고 진학을 고
려하지 않는다는 점, 음악이나 미술 등에 재능과 흥미를 보이더라도 그쪽 방향으로 진로
설계는 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다다중학교에서 부각되는 특징일 수 있어 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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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은서 어머니는 다다중학교 학부모들이 주로 공부를 통해 사회, 경제적인 성공을
거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녀들에게도 공부 중심으로 진행되는 삶만을 보여주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저도 그렇지만 [이 학교의] 부모들은 공부를 잘 해서 진행되는 삶밖에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공부만] 중요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부모가] 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해서. 애가 공부
말고 다른 걸 해 가지고 어떻게 할까에 대한 걸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알지를 못하니까. (한은서 어머니,
2018)

대학교는 기본, 석사와 박사는 선택
학생과 학부모의 진로에 대한 인식을 알기 위해서, 막연하지만 고졸, 대졸, 석사, 박사
등 어느 단계까지 공부를 지속할 것 같은지를 질문하였다. 학생의 응답은 다음과 같다.
아무리 못해도 대학교까진 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대학원 이수하고 그 뒤 교수가 될 수도 있고요.
고등교육과정 위를 뭐라고 표현할진 모르겠는데, 그런 데까진 적어도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손태민,
2018 여름)
대학원 때 유학은 가보고 싶어요. 대학원도 비전이 있으면 가는데, 가서 아무것도 안 할 거면 못할
거 같으면 그냥 여기 있고요. 영어공부는 이제 그것과 상관없이 (계속할 거고요). (최선아, 2018 여름)

손태민과 최선아는 대학교는 당연히 졸업할 것이고, 막연하지만 대학원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우리 애는] 석사 정도까지 하지 않을까 싶어요. 공부를 깊게 하거나 좋아하진 않으니까 굳이 박사까지
갈 것 같진 않고. 그렇다고 대학 나와 가지고 바로 할 게 없기 때문에 석사까지는 하지 않을까 해요.
(한은서 어머니, 2018)
[대학교 졸업하고] 석사까지는 했으면 좋겠어요. (차소미 어머니, 2018)
[막연한데] 은솔이는 석사까진 할 거예요. 잘 하든 못 하든 공부하는 걸 편해하니까. (양은솔 어머니,
2018)
어제 저녁에 앉아서 자기는 뭘 공부하고, 뭘 공부하고 싶다고 한참 이야기를 했어요. 숙제가 자기 미래
에 대한 계획을 자서전으로 써가는 거여서. 우리나라에서 뭐를 전공하고 외국에 가서 뭐를 공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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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 많이 할 것 같아요. 애 말대로 하면 석사, 박사? (정우석 어머니, 2018)
대졸부터 하긴 할 텐데. 글쎄, 모르겠어요. 예전 같으면 오빠만 하더라도 석사까지는 해야 뭐가 보이지
않을까 했는데, 얘는 대졸만 하고도 나가서 뭘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사실 박사라는 건
어떤 공부를 계속 할 때인데 선아가 그런 타입 인지는 모르겠어요. 얘는 조금 실용적인 거로 빨리 나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최선아 어머니, 2018)

다다중학교 학부모들은 자녀의 대학 졸업은 상수로 여기고 있었고, 대학 졸업 이후 대
학원은 자녀의 뜻에 따라야겠지만, 석사까지는 공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자녀의
선택이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학부모들은 자녀가 서둘러서 직업 전선에 뛰어들기보
다는 무슨 일을 하든 길게 내다보고 석사, 박사 학위를 받는 것에 대해 장려하고 지원해
주고자 하는 뜻을 내보이고 있었다.
고교진학 현황: 남학생은 ‘강남 자사고’, 여학생은 ‘강남 여고’, 그리고 해외 고교 유학
다음은 다다중학교 13명 학생들의 고등학교 진학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먼저 13명의
학생들 중에서 남학생 1명, 여학생 1명은 각각 뉴질랜드와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다. 우
리나라에서 고교에 진학한 학생들 중 남학생 1명만이 다다중학교 인근의 일반고에 진학
하였고, 그 외 4명은 모두 전국단위 자사고가 아닌 서울형 자사고에 진학하였다. A자사
고와 B자사고는 다다중학교와 가깝게 위치해 있으며, C자사고는 셔틀버스를 타고 30분
내외를 통학해야 하는 거리에 위치했다. 여학생들의 경우, 강북 지역의 외고에 합격한
1명을 제외하고 5명의 학생들이 인근의 일반고에 진학하였다. 여학생들은 여고를 선호하

는 경향이 있어서 4명이 여고에 진학하였으며, 공학에 진학한 1명은 외고 입시에 도전했
다가 최종 면접에서 탈락하여 희망하지 않았던 고교에 진학한 사례였다.
<표 Ⅳ-1> 다다중 고등학교 진학 현황
남학생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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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 7명

A자사고(남고, 서울형 자사고)

2명

A일반고(여고, 사립)

3명

B자사고(남고, 서울형 자사고)

1명

B일반고(여고, 사립)

1명

C자사고(남고, 서울형 자사고)

1명

C일반고(공학, 사립)

1명

D일반고(공학, 사립)

1명

외고

1명

뉴질랜드 공립고

1명

미국 공립고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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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고교 진학 현황을 살펴보면, 남학생은 강남 지역의 서울형 자사고(남고)에 진학하
고, 여학생은 마찬가지로 강남 지역의 일반고(여고)로의 진학 경향성을 볼 수 있다. 아울
러, 다다중학교의 특징적인 모습으로 중학교 3학년 시점에서 해외 학교로 유학을 떠나는
학생들을 볼 수 있었다.
해외 고등학교로의 진학
전술한 것처럼, 연구 참여 학생들 중에서 2명이 3학년 1학기 중 외국으로 유학을 떠났
다. 노준수는 4월에 뉴질랜드로 혼자 유학을 떠나서 한인 하숙집에서 거주하고 있었고,
차소미는 6월에 미국으로 가족이 함께 이주하였다.
4월 초반까지 [다다중학교] 나왔다가 4월 후반에 [뉴질랜드] 왔어요. 여기는 1년이 4학기, 여기는
term이라고 하는데, 두 번째 term이에요. (중략) 8시 40분까지 학교를 가서요. 2교시를 하교 10시
50분에 tutor class라고 약간 조회 같은 거를 해요. 저희 반 애들이 다른 데 모여서. 그거 끝나고
20분 동안 아침 티타임이 있고 수업 2개를 하고 4교시 끝나고 점심시간이 1시 30분에서 2시 15까지
그러고 마지막 시간이 끝나면 3시 10분에 끝나요. (노준수, 2018 여름)
[출국은] 6월 16일에 왔어요. 가기 전날까지 [다다중] 다녔었어요. 잘 적응하는 편이에요. [미국] 학교
에서는 같은 중학교 나온 애들끼리만 얘기하고 이렇게 하긴 하는데 그래도 나름 다 친절한 편인 것
같아요. (중략) 하이스쿨은 4년제예요. 수업은 일단 55분 수업이고 그리고 쉬는 시간이 5분인데, 5분
동안 이제 쉰 다기 보다 다음 수업하는 장소로 넘어가는 시간이라서 사실 쉬는 시간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요. 점심시간은 한 시간이고, 주요 과목 세 개가 과학, 수학 그리고 영어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그거 3개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본인 선택으로 고를 수 있어요. 과목을 저는 미술이랑 스페인어랑
그리고 미국정부 뭐 그런 거 배우는 그런 걸로 하고 있어요. (차소미, 2018 여름)
유학을 선택하게 된 건, 소미가 일단 많이 원했고요. 그리고 중1 때부터, 중2까지 사춘기가 너무 심해
서 문제도 좀 있고. 너무 원하기도 하고 해서요. 그런데 저희가 쉽게 결론을 못 내렸던 게, 작년에는
큰 애가 고등학교 3학년어서 고민을 좀 했어요. 남편은 딸이 너무 원하니까, 해외 쪽으로 지원은 해
보겠다고 한 게 잘 됐어요. 그래서 그냥 다 가기로 한 거죠. (중략) [차소미 오빠는] 고3 큰 애가 수능
을 좀 많이 못 봤어요. 그래서 재수를 시키겠다 한 찰나에 남편이 발령이 나서 큰 애는 재수를 하고
소미만 데려가나 고민을 하다가 큰 애도 설득을 해서, 너도 이제 미국으로 대학을 가라. 그래서 큰
애도 급하게 준비를 해서 미국으로 대학을 가는 거로 하고, 싹 다 데리고 가는 거로 된 거거든요. (중
략) 아빠가 주재원이라 공립학교를 가거든요. 앞에 전임하셨던 분이 계시니까, 그 분과 얘기를 해서
한국인들이 선호하고 학군이 좋은 데 몇 군데를 받아서 소미한테 선택을 하게 했죠. 이 학교 이 학교
이 학교가 있는데 네가 봐서 어떤 학교가 마음에 드니? 그래서 소미가 그 중에 학교를 하나 선택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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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학교를 중심으로 집을 얻었죠. (중략) 큰 애는 [○○○대학교](미국내 대학교) 입학 허가를 다 받고
대학 결정이 돼서, 다행히 얘는 재수가 아니라 바로 들어가요. (차소미 어머니, 2018)

위 학생들이 유학을 선택한 배경에는 각각의 사연이 있었다. 노준수는 본격적으로 성
적 경쟁이 시작되는 2학년 동안 학업에 대한 자신감을 잃어버렸고, 부모님 역시 자녀 공
부에 대한 기대를 접었다. 2학년 겨울방학 중 뉴질랜드로 어학연수를 떠났다가 한국보다
경쟁이 심하지 않고 여유 있는 학교 교육 환경, 뉴질랜드에 오면 우등생이 되어 좋은 성
적을 얻고 대학 가기가 용이하다는 등의 정보를 접하고 유학을 결심하게 된 것이다. 한
편, 차소미는 다다중학교에서 공부는 중간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뒤떨어지는 편도 아
니었지만 특목고 등에 진학 가능성이 있는 것도 아닌 상황 하에서, 2학년 동안 교우관계
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외국으로 떠나고 싶은 마음이 커지게 되면서 가족 모두 이주하
게 되었다.
노준수와 차소미의 유학은 다다중학교에서는 특별한 사례가 아니었다. 중학교 3학년
단계에서 외국으로 유학을 떠나는 학생들이 대부분의 교실마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 중학교 시기에 유학을 가는 건 보통 공부 안하는 애들이 가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솔직히 그 친구
앞에서 직접 말은 못 하지만, ‘가서 뭐가 달라질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손태민, 2018 여름)
친구 중에 작년 [2학년] 에 공부를 너무 안 해서 그 집 엄마가 캐나다로 보냈어요. 한국에서는 대입이
너무 빡세잖아요. 얘는 한국에서 살면 대학 못 가겠다 하니까 엄마들이 보내는 것 같아요. (정우석,
2018 여름)
[외국 간 친구들] 많아요. 여기저기서 다 가더라고요. 부모님이 억지로 보내시는 것 같아요. 미국, 캐나
다 두 개 중에 가는 것 같아요. 가고 싶은데 가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돈도 많이 들고 가서 잘 할지도
모르겠어요. (최선아, 2018 여름)
‘여기서는 크게 비전이 없겠다 이 성적 가지고는.’ 라는 판단이 서면. 보통은 성적이 안 좋고 그러면
다른 지역 같으면 ‘특성화고나 이런 쪽으로 가서 기술이라도 배우게 해야지.’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경제력이 있다 보니 아예 유학을 보내 버리는 거예요. (교사 다3, 2018)

중학교 3학년 시점에서 유학을 떠나는 학생들을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으며, 대부분
미국이나 캐나다로 유학을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중학교 2학년 과정을 통해 성적정
체성이 형성되고 우리나라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명문대학교에 진학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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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판단이 들면 중학교 3학년 시점에서 유학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고소득층
집단에서 특징적인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해외로의 유학은 상당한 경제적 비용을
수반하기 때문에 충분한 경제력을 갖고 있지 않으면 추진하기가 어렵다. 실제로 대다수
의 일반적 가정에서는 중학교 단계에서 자녀의 성적이 나쁘더라도 배정되는 고등학교에
진학하여 성적 향상을 기대하거나, 직업계고를 선택하기 마련이다. 고소득층 가정은 해
외 유학이라는 제3의 선택지를 추가로 손에 쥐고 있었다.
특목고, 자사고, 국제고의 문 두드려보기
합격을 하든 안 하든 중학교 3학년 시기에 특목고, 자사고, 국제고 등 진학을 고려하
고, 여건이 된다면 실제로 입시를 치르는 것은 다다중학교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모
습이었다. 영재고 및 과학고, 외국어고, 전국단위 자사고 등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모습이
연구 과제에서 여러 차례 포착되었다.
영재고를 준비는 했었는데 새벽까지 학원에서 있고 힘들어서 중간에 그만 둬가지고 시험은 써보지 않
았어요. 이번에 우리 학교에서는 영재고 3명 썼는데 다 붙었어요. (정우석, 2018 여름)
[학원 고입 상담에서] 자소서를 ○○외고, □□고, △△고(전국형 자사고) 쪽을 생각해보라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는 1등급 중에서도 톱인 애들이 많아가지고 선생님이 저랑 이야기할 때는 점수가 안 되어
서 떨어질 것 같대요. (중략) 성적을 요구하는 건 ××고보다는 [○○외고, □□고, △△고] 쪽이 맞고,
××고는 면접에서 자기주도 학습을 주로 본다고 해요. ○□△은 [성적을 많이 보니] 면접 시간은 짧고
요. (중략) 지금은 중학교 때까지는 똑같았던 애들이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 같아
요. 서로 다른 고등학교를 거쳐 대학교를 들어갔을 때, 특목고 애들이 일반고 애들을 무시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어서 마음이 아파요. (김다정, 2018 여름)
○○외고를 지원해보려는 하는데 떨어질 것 같아요. 차 타고 30분 정도 걸리는데, [가면] 일반고보다
조금 더 열심히 할 것 같아서요. (양은솔, 2018 여름)
박민혁: 1학기 때 영재고 썼어요. 1차는 여러 개 썼고 2차로 경기과학고가 영재학교인데 그냥 이름은
과학고거든요. 거기를 했는데 안 됐어요.
연구자: 1차, 2차는 무슨 뜻이에요?
박민혁: 1차는 성적이랑 자기소개서로 여러 학교 넣을 수 있고요. 2차는 시험 보는 날짜가 다 똑같아
서 한 군데만 넣을 수 있어요. 3차까지 있어요. 3차는 캠프. (박민혁, 2018 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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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영재고 지원했어요. 사실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좀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동네는 워낙
준비하는 애들이 많잖아요. 그 때는 영재고를 딱 생각했던 건 아니고, 민혁이가 다른 애들은
KMO(Korean Mathematical Olympiad) 하는데, 저는 준비 안 하나요?’ 하더라고요. (중략) [3학년
1학기 중] 요즘 학원이라면 영재고 자소서 쓰면서 2차 시험 대비하는 거. (박민혁 어머니, 2018)
태민이는 과고 [과학고] 를 먼저 생각해 보고 있어요. 과중반 [일반고 내 과학중점반] 지원하고. 이렇게
하면 한 번은 더 초이스 할 수 있는 거니까. (손태민 어머니, 2018)
겨울방학에 영재고 준비하다가 스톱하고 안 하는 걸로 했어요. 너무 짧게 [늦게] 시작을 해서 본인도
힘들어 했어요. 짧은 시간에 준비하기엔 너무 많은 양을 한꺼번에 하게 되니까. 애가 너무 벅차해서
서로 얘기해서 지원 안 하는 걸로 했어요. (박보나 어머니, 2018)

위 사례에서 정우석과 김다정은 영재고와 전국단위 자사고를 준비하다가 결국 지원을
하지 않았으며, 양은솔과 박민혁은 실제 지원해서 전형을 치르고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과학고에 지원했다가 떨어진 손태민, 영재고를 준비하다가 지원을 포기한 박보
나 등이 있었다. 정리하면, 연구에 참여한 13명의 학생들 중에서 8명이 영재고, 특목고,
전국단위 자사고 입시를 준비하였고, 5명은 실제로 지원하였으며, 최종적으로는 1명이
외고에 합격하였다.
중학교 1, 2학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연구에 참여한 모든 학생들이 한번쯤 특목고
등을 생각해보고 입시 요강을 살펴보았다고 할 수 있는데, 다만 2학년 시기를 거치고 실
제 성적이 기대만큼 나오지 않을 경우 점차 도전을 포기하는 경우가 늘어났고, 이에 따라
3학년이 되어서까지 준비하는 학생들 수가 적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3학년 시점까지 준비를 했다는 점에서 특목고, 자사고 등을 선호
하는 다다중학교의 분위기를 엿볼 수 있다.
학교는 우리 진로에 관심 없어요(학생) vs. 제가 알아서 해요(학부모) vs. 학부모가 우리보다
잘 알아요(교사)
‘진로’라는 주제로 면담을 진행하면서 다양화 된 고교 유형과 고입 전형, 향후 고교 교

육과정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일에 있어서 중학교의 역할이 부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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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담임선생님이나 진로선생님과 진로 상담한 적 있어요? 주변에 상담하는 거 본적 있어요?
김채영: 아니요. 우리 학교에 진로 선생님이 계세요? (김채영, 2018 여름)
연구자: 담임선생님이나 진로선생님께 고등학교 상담해 본 적 있어요?
한은서: 아니요. 담임선생님이 [학기 초에] 상담하겠다고 하셨는데 한 명 부르고 끝내셨어요. (한은서,
2018 여름)
연구자: 담임선생님이나 진로선생님 만나서 진로상담 받아본 적 있으세요?
박보나 어머니: 전혀요. 담임선생님이나 진로 선생님들은 엄마들만큼 잘 알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본
인이 아이를 키워서 입시를 준비하셨던 분이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선생님들이
디테일 한 부분들을 잘 모르세요. [이 동네에서] 그건 부모의 몫인 것 같아요. (박보나 어머니,
2018)
[진로정보는] 학원 설명회 통해서 많이 듣죠. 특히 입시정책은 학원 가서 듣고. 이 동네 학원에 가는
이유가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준비를 하고 있고 어떤 경향으로 가는지를 보는 거고요. 학교 진로 지도
는 직업 체험이라든지, 학교에서 진로체험 시간을 주잖아요. 작년 같으면 3D 프린트 회사 가서 3D
프린트 해 보고, 올해는 로봇 팔 제작하는 데 가서 그거 하는 걸 보고. 학교에서는 기회를 제공해 주긴
하지만 좀 죄송한 얘기지만 진로에 대한 정보는 굉장히 미약한 것 같아요. (박민혁 어머니, 2018)

위 사례에서 학생과 학부모들은 담임교사와 진로교사 등을 만나서 진로상담을 한 적이
없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 중3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진로교사는 존재감이 없었
고, 담임교사 역시 수업 지도와 생활 지도 외에 진로 지도를 해주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
났다. 연구 참여 학생들 중에서는 다음의 손태민 학생과 그 어머니만이 진로교사를 직접
찾아가서 상담을 받았다.
[담임선생님 또는 진로선생님과 상담] 저는 있는데 [친구들은] 안 하는 것 같아요. 3학년 초에는 고등
학교 이야기 살짝? 요즘 대학교에 어떤 학과가 있고 그런 것을 여쭤봤어요. (손태민, 2018 여름)
학원에서는 설명회, 상담 같은 거 잠깐잠깐 받았었어요. 학교에서 한 번 진로 담당 선생님하고 영과고
[영재고, 과학고] 얘기 해 봤고요. [상담 받을 수 있는] 선생님이 있다고 해서 연락해서 한번 뵈었어요.
(손태민 어머니, 2018)

중학교는 실질적인 고교 진로 설계에 있어서 역할을 하지 않고 있었고 학생들은 그러
한 상황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학부모들은 다소 불만이 있긴 했지만 고등학교
설명회 또는 학원 설명회, 학부모 네트워크를 통해서 고입 정보를 충분히 알고 있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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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학교와 교사들에게 이러한 구체적인 진로 상담을 요구하지 않았다. 교사들은 학
부모들이 학원 등을 통해서 고급 정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교사가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도 있어서 굳이 진로 상담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엄마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가 가장 고급 정보

학부모들은 개별 고등학교에서 진행하는 학교 설명회를 통해, 학원에서 진행하는 학교
설명회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습득하고 있었다. 하지만 학교 설명회는 자기 학교의 좋은
점을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학원 설명회 역시 설명회의 결론은 해당 학원에 다
니는 것이 좋다는 방향으로 끝나기 때문에 정보 습득은 하지만 중립적이고 개별화 된
고급 정보라고 여기지는 않았다. 학부모들이 생각하는 가장 고급 정보는 엄마 네트워크
를 통한 정보였다.
어머니 아시는 분 중에서 한 분이 대성학원 거기서 일하셔서 거기서도 정보 얻으시는 거 같고. 무엇보
다 어머니들 사이에서 커뮤니티가 있으니까 (어머니 커뮤니티에서 정보를 얻으세요). (손태민, 2018
여름)
옆집에 살던 아주머니가 있는데. 그 언니가 저보다 두 살인가 한 살 많거든요? 근데 △△외고 붙어가
지고 막 알려주던데요. (김채영, 2018 여름)
연구자: 진로는 어머니랑 주로 의논하는 거죠?
최선아: 네.
연구자: 어머니는 정보를 어디서 얻으시나요?
최선아: 친구 어머니께요. 모임 같은데 가서. [일 하시니까] 아침에 가끔 약속 잡으세요. (최선아,
2018 여름)
학원설명회 가서도 듣는데, 사실은 거기서는 내가 생각한 걸 확인하거나 참고하는 거지 실제로 그런
정보는 믿을 만한 지인한테 얻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누가 그 학교를 갔는데 어땠다. 그게 좋으면
그게 맞는지를 설명회 가서 확인한다거나. 따로 정보를 찾아본다거나. (중략) 어제도 아는 엄마랑 산책
하면 내내 그런 얘기 [구체적인 사례]가 나오거든요. (한은서 어머니, 2018)
외고를 보내려고 해요. △△외고요. 제가 △△외고를 나왔어요. 9기 졸업생. (중략) 학교 홈페이지 자
주 보고요. 그 학교에 대해서 사실 안의 정보를 알고 싶을 때는 다니는 아이의 엄마한테 물어보기도
하구요. 대부분 [의대] 선배들. 먼저 학교 보낸 선배들한테 물어보죠. (중략) 작년하고 올해는 학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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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외고 설명회를 갔었어요. (김채영 어머니, 2018)

모든 어머니들은 저마다 ‘엄마 네트워크’를 갖고 있었고, 엄마 네트워크에 참여하기 위
한 만남을 지속적으로 갖기도 했다. 학교 설명회와 학원 설명회는 참고 자료로 공식적인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었고, 구체적인 사례와 팁은 개별화된 엄마 네트워크에 의지하고
있었다.
유학생: 여유로운 대학 진학의 경쟁
유학을 떠난 차소미와 노준수는 대학 진학과 진로 설계에 있어서 한결 여유로운 모습
을 보여주었다. 그 배경에는 미국과 뉴질랜드 모두 학생들이 치열하게 공부해서 대학에
진학하려는 학교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에서보다 덜 노력해도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고 원하는 대학으로의 진학도 어렵지 않다는 인식이 자리하고 있었다.
공부를 하는 애들은 특히 잘하는 애들은 PSAT라고 미국 수능 전에 약간 모의고사처럼 보는 시험이
있어요. 그 점수가 나오고 나면 주변대학교에서 연락이 와요. 점수가 잘 나온 편이면. 연락 오는 거
보고 어느 대학에 가야 할지 미리 정하는 분위기에요. 저는 ○○○주 안에 대학 중에 △△△대라고
의대랑 법대랑 유명한 데가 있대요. 거기를 일단 생각하고 있어요. (중략) 여기도 수능이 있긴 있으니
까 SAT 준비를 하긴 해야 되는데, SAT가 돈이 들긴 하지만 그게 원하는 만큼 계속 볼 수 있는 거여서
SAT 준비는 계속 꾸준히 하는 게 좋다고는 해요. 그런데 PSAT를 미리 봐보니까 보고 나니까 드는
생각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쉬운 편이에요.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차소미, 2018 겨울)
[학교에서] 기준치 [크레딧] 를 다 따면 □□□□대학교(뉴질랜드 소재 대학교) 갈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크레딧이랑 연관된 건데 한 단원을 배울 때마다 시험을 치는데 그 시험에 따라서 크레딧이
정해져 있어요. 한 클래스 4크레딧이고. 지금 [한국 기준으로] 고1은 80 크레딧을 1년 동안 따야 되고
요. 그리고 2학년 때는 60, 3학년 땐 40이예요. (노준수, 2018 겨울)
□□□□대학교 가려고 해요. 한국에서는 다 대학을 가야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뉴질랜드에서는
거의 80%는 대학 갈 생각이 없어요. 대학 졸업을 안 해도 12학년 때 학교를 나갈 수 있어요. 나가서
그때부터 일 시작하는 사람도 엄청 많아요. (노준수, 2019 여름)

차소미는 유학을 간 공립 고등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고 있어서 내신 성적이 잘
나오고 있고, 미국 수능이라고 할 수 있는 SAT의 모의고사(PSAT)를 치러보니 쉬운 편이
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신감이 커지고 있었다. 한국에서는 의사와 변호사가 되고 싶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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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은 하지만 실제로 가능할까에 대한 회의감이 있었다면, 이제는 미국 명문대학의 의
대와 법대 진학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행복한 진로 고민을 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노준수 학생 역시 다다중학교에서는 하위권 성적을 받으면서 자신감을 잃고 있었지만,
뉴질랜드에서는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좋은 성적(크
레딧)을 받고 있었다. 꾸준히 유지만 한다면 뉴질랜드의 명문대학인 □□□□대학에 진학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였고, 이후 □□□□대학에서 한국의 명문대학으로 편입하거나,
또는 □□□□대학 졸업 후 대학원을 한국으로 오는 등의 진로를 고민하고 있었다.

라. 종합
다다중학교 학생들에게 중3은 ‘미리 경험하는 고3’이라고 할 수 있었다. 수시모집이
진행되는 고3 교실처럼 산만하고 어수선한 교실, 고입 전형을 알아보고 준비하고 도전해
보는 일련의 과정, 삶의 갈림길에서 겪는 고민과 갈등, 심해지는 공부에 대한 압박감 등
은 이 학생들에게 중학교 3학년 시기가 마치 대학진학을 앞 둔 고등학생과 같았다. 고소
득층 밀집지역의 학생과 학부모들은 고등학교 진학에 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관심이 실질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 주체는 학생이라기보다는 어머니였다. 다다중학교
학생들이 특목고 및 자사고 진학에 관심을 가진 이유는 그러한 고입 과정의 경험이 미래
대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믿음에 기초하고 있었다. 고등학교 진학과 대입 등
에 대한 생각이 깊어지면서 학생들은 중2병이 잦아들고 교사와의 갈등도 약화되었다. 3
학년 1학기에는 전기고등학교 합격생으로 분위기가 어수선했으며, 원하는 고등학교 진
학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학생들은 해외 유학을 떠나기도 하였다. 학생들은 벌써 대
입을 준비하는 고등학생이라는 인식을 하고 3학년부터는 학원도 고등부로 이동하였는데
이들이 강남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학원의 경쟁력 때문이었다.
다다중학교 학생들에게 고등학교 진학과 진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적성’이었으
며, 대학진학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진로계획을 수립하는데 학교에 의지하기보다
는 학부모가 주체가 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합격 가능 여부와 상관없이 특목고나 자사고,
국제고 진학을 시도해 보았다. 이 모든 과정이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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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라라중학교

가. 도입
라라중학교는 전교생 수가 약 130여 명 정도 되는, 우리나라 농촌지역 읍면소재 소규
모 중학교이다. 연구가 시작된 이래 3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학교 주변 지역의 변화가
거의 없고 학생 수도 크게 변화되지 않았다. 1차년도에 선정되었던 열두명의 학생들이
모두 동일한 지역에 거주하면서 중학교 3학년이 되었기 때문에 예년과 동일한 연구 참여
자들을 대상으로 중학교 3학년 학생의 생활과 학습경험의 특징을 살펴보고, 특히 이들의
진로 발달 및 고등학교 입학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았다.

나. 중학교 3학년 생활 및 학습경험
1) 가정생활

자신과 가족을 챙길 줄 아는 어른스러움
중학교 3학년이 되어 나타난 가장 큰 변화로 학생 자신과 부모가 꼽은 특성은 “많이
자랐다”는 것이었다. 특히 부모들은 2학년 때까지와 달리 3학년이 되면서 ‘상당히 달라
졌다.’, ‘많이 자랐다’, ‘어른스러워졌다’는 이야기를 전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주된 이유
는 ‘가족들에게 예전과 달리 좀 더 너그러워지거나, 성격적으로 너무 예민했던 부분이
다소 사라졌다는 점’을 들었다. 동생들에게 예민하게 굴던 모습도 어느 정도 사라지고
형과 다투는 일도 줄어들었는데 특히 부모를 대하는 시선이나 태도가 좀 더 부드러워지
고 편안해졌다는 점이 부모들에게는 중학교 3학년답게 자란 모습으로 느껴진다. 또한 부
모를 포함한 가족의 식사를 챙기거나 집안일을 스스로 해내고 주변 사람들을 신경 쓰거
나 돌보는 모습에서 중학교 3학년생으로서 어른스러워진 모습을 보인다.
또한 중학교 3학년으로서의 성장한 면모는 스스로를 챙기는 모습에서도 발견된다. 라
라중학교 학생들은 이미 중학교에 들어오면서부터 자신을 돌보기 시작했지만 3학년이
되면서 스스로 식사를 챙겨먹고 학교와 집, 시내를 성인의 도움 없이 자유롭고 자연스럽
게 다닐 수 있다는 점을 성장한 측면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몇몇 부모들은 자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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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히 키나 체중이 급속 성장한 경우를 성장의 근거로 들기도 했는데 정작 학생들은
중학교 3학년이 되어 키가 별로 크지 않고 몸무게도 큰 변화가 없다고 하면서 신체적
성장에 대해서는 수긍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엄마는요. 제가 애들이 한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사춘기가 오거든요? 사춘기가
오면 엄마한테 무슨 말만해도 짜증을 내요. 엄마는 짜증나서 또 화나고 엄마는 그런 제가 무서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지금은 사춘기가 거의 다 끝나가지고, 3학년 때는 중2때까지 했던 것처럼 막
화 안내고, 조금 말하는 것도 성숙해졌다고 해야 하나? 그리고 친척집에 가도, 친척들은 자주 안보잖아
요. 3달에 한번, 2달에 한번 볼까 말까 한데, 그럴 때 갈 때마다 성숙해졌다고 해야 하나 제가? 좀
낯을 가리거든요. 친척들은 가족인데도 불편하다고 해야 하나? 눈치 보인다고 해야 하나? 그래서 약간
집에서 하는 것처럼 말도 잘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이모들이 완전 착하고 모범생인줄 알아요.
(김예린, 2018겨울)
용돈을 주잖아요. 용돈을 주게 되면 제가 한 달에 오만 원씩 용돈을 줘요. 학원도 가야 되고. 차비는
따로 삼만 원으로 충전을 해줘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번은 자기가 영화도 봐야 되고 하고 싶은
게 있게 됐어요. 그래서 ‘엄마 나 영화 봐야 되는데.’ 그래요. 그래서 내가 만원을 줬어요, 토요일
같은 경우. 그래서 만원을 줬는데 실제 상황에서 만원이 큰돈이 아니잖아요. (중략) 나는 회사를 다니
니까 돈 벌고 너는 엄마한테서 돈을 벌어라.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 한 가지 할 때마다 천 원씩
줄 테니까 그냥 그렇게 하기로 하자 그랬더니만. 우리 딸내미가 제의를 했어요. ‘엄마 내가 청소를
할 테니까 돈 주면 안돼요?’그래서 내가 ‘그래 그거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됐어요. 그래
서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고 하니까. 엄마한테 돈 달라 하기가 어려웠대요. 한번 달라 하고
두 번 달라하고 하기가 어렵다고. (중략) 성장했다 하기엔. 얘가 이제는 자기가 생각하는 게. 이제 딱
생각하고 있으면 그걸 실행한다는 거. 그리고 어떤 거 하게 되면 부모한테도 약간 어려운 거도 있다는
거. 이해를 좀 하는 것 같았어요. (송고은 어머니, 2018)

자녀의 진학에 대해 걱정이 늘어가면서 타협을 시작하는 부모
3학년이 되면서 부모들은 자녀들의 고교 입시에 대해 조금씩 관심을 갖게 되면서 아이

들의 희망 고교에 대해 듣고 자신의 의견도 이야기하면서 조율해나가기 시작한다. 부모
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무조건 주장하기 보다는 자녀가 스스
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되 오히려 성적을 올리라는 말과 어디 학교가 더 좋겠다는 식의
의견을 넌지시 말하는 정도로 개입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즉, 근거리 학교의 이점을
이야기하면서 주변 고등학교를 언급하면서 우선은 성적을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
기를 자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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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녀의 진학에 관심이 높아졌지만 정작 아는 것이 없어 답답해하게 된다. 학교
에서 진로와 진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에 대해 불만이 있는 부모들도 늘어나
지만 대체적으로 주변 사람들로부터 듣게 된 고등학교에 대한 정보를 중심으로 아이들의
진학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부모들의 진학정보는 개인차가 매우 크다. 실제
자녀의 성적이 얼마나 되는지 가내신이 얼마나 나오고 그러한 내신점수가 주변 어느 고
등학교에 진학가능한 수준인지 등에 대한 감이 없는 부모가 있는가 하면 실제 다양한
주변 고등학교에 대한 진로 정보뿐만 아니라 자녀의 적성, 내신 등의 다양한 정보를 기초
로 자녀의 진로를 모색하면서 진로정보를 찾아다니는 부모가 있는 등의 편차가 크다는
특징이 있다.
엄마는 그냥 가고 싶은 대로 가래요. 그냥 네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라. 이러면서 엄마 원망하지 않게
네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라고. 아는 언니네 엄마가 친해요. 저희 엄마랑. 아는 언니가 A고를 간다고
했는데, 엄마가 B고를 가라고 했대요. 아니, C고를 간다고 했는데 B고를 가라고 했대요. 그쪽으로
내신이 너무 힘들다고. 근데 B고를 간다는데 그 언니가 너무 힘들어 하는 거예요. 환경에 적응을 못하
고 힘들어하고 막 학교가기 싫다고 하고. 전학가고 싶다고 계속 하고, 엄마를 약간 원망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엄마가 그걸 듣고 그냥 ‘너는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나는 들을 생각 없다’ (송고은,
2018여름)
아무래도 대학 쪽으로는 좀 힘들죠. 그런데 나오면. 가는 애들도 있다고는 하는데. 스스로 어차피. 가
는 애들도 있긴 한데. 조금 그게 아무래도 취업 쪽으로 가는 거니까, 이제. 학교 자체가. 그래서 대학
가기가 조금 힘들고. 마이스터고 같은 경우는 바이오 식품하고 제약인데. 근데 바이오가 괜찮다고 하
시더라고요. 근데 제 아는 친구 중에 딸내미를 보낸 엄마가 있는데 과제가 엄청 많다고. 아무래도 취업
에 대한 준비를 하려면. 컴퓨터는 기본으로 해야 하고. 자격증도 따야 하고.. 시험 보고. 토플 같은
것도 주기적으로 시험보고. 너무 스트레스 받을 거 같아요. 찬욱이한테는 마이스터고보다는. 애가 뭘
체계적으로 뭘 하기에는 좀 어려우니까. 차라리 그냥 상고가 낫겠다… (남찬욱 어머니, 2018)

가족 내에서 역할모델을 찾기 어려움
올해 연구주제인 ‘진로’에 대한 탐색을 위해 작성한 가계도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학생
들에게 있어 가족 내에서 진로 역할 모델이 발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주
변 친척들의 직업의 종류가 다양하지 않거나 대부분 무슨 일들을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
가 많았다. 그러나 몇몇 학생들의 경우 친한 친척이나 ‘내세울만한’직업을 가진 친척들에
대해 설명하기도 하였으나 그들을 따라 진로를 탐색하거나 그러한 직업을 적극적으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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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진로로서 탐색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다. 즉 친인척들과의 왕래 여부를
떠나 친인척 중에서 자신의 역할모델을 찾는 학생들이 많지 않았다.
라라중학교 학부모들은 주로 주변 공단에서 생산라인에 근무하거나 관리직으로 있는
경우가 많고 식당이나 빵집과 같은 상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들 대부분은
자신의 직업을 자녀에게 권하는 경우도 드물었다. 대부분 부모들은 자녀가 자신보다 나
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진학에 대한 부모의 기대를 넌지시 제시하고
대화를 시도하고자 노력하기 시작하였다.
[어떤 데 취직을 했으면 좋겠다?] 아직 거기 까지 생각 안 했어요. 그런 거 없는데 엄마가 은행 행정
그런데 가라고 얘기 했었어요. 저희 엄마가 그 쪽을, 저희 엄마도 상고같이 그런데 나왔는데 저희 엄마가
은행 이런 거 알았으면 그거 했었을 거라고. 네. 그 쪽을 알면 했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은 해봤는데.
아직 잘 모르겠어요. (주나래, 2018 여름)
[가계도에] 빈칸이 많을 거예요. 이모 한분은 주로 역사 가이드 하시는데. △△기념관 계시다 요즘 해
외도 나가셔 갖고, 모르겠어요. 좀 친한 건 막내 외삼촌… 오목을 두는데, 못 이겨요. 제가 오목하고
외삼촌이 육목했는데도 지고. △△대학교 교수신데 전공은 모르겠어요. 근데 카톨릭계 대학교 나오셔
서. 기독교, 하튼 종교 학교라는건 아는데. 거기서 뭐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논문도 유튜브에 있어요.
내용은 모르겠어요. (이영배, 2018 여름)

2) 학교생활

이제 3학년인데 공부 좀 해야지
중학교 3학년 전체를 돌아보면서 나눈 이야기에서 학생들은 ‘2학년까지와는 매우 달라
진 분위기’를 꼽았다. 3학년에 올라오면서 1, 2학년에 비해 내신이 많이 차지한다는 점과
내신으로 고등학교 입시가 결정되는 지역 특성에 따라 조금이라도 성적을 올려보려는 학
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한다. 이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건 공부에 전혀 뜻이 없었
던 학생이건 할 것 없이 반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래도 3학년인데 공부를 해야지, 예전처
럼 까불고 놀면 안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비록 여전히 재미없는 수업시간에 졸기
도 하지만 좀 더 공부해보려고 선생님들 말씀에 귀를 기울이거나 필기를 하는 학급 분위
기가 중학교 3학년에 올라와서 느낀 가장 큰 학급의 변화라고 하였다. 이러한 학습 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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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의 변화와는 별개로 실제 성적이 많이 오른 학생들도 있었지만 워낙 오랫동안 유지
되어온 석차에는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학생들은 생각하고 있었다.
반 분위기 다 재밌고 그냥 수업 때도 적극적이어서 애들이 다. 대답도 잘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차민
정, 2018 여름)
친구들은 좀 왜냐면 3학년 때 내신 성적이 제일 많이 들어가니까. 다들 열심히 하는 거 같긴 한데…
(배유라, 2018 여름)
저는 그냥 다 집중해서 들어요. 굳이 재미도 없고 관심도 없어요. 그냥 집중을 해야 하고 시험은 일단
잘 봐야하긴 하니까 말하는 것 다 주의 깊게 들으면 안 나올 수 없으니까 점수가, 그래서 그냥 하는
거죠. 수학 같은 경우는 좀 흥미가 살짝 있기는 한데, 그래도 막 “우와 재밌다.” 이런 건 아니에요.
(정대현, 2018 겨울)
애들이 조금 더 집중해서 듣는 것 같아요. 2학기 때는 샘들이 너희들 시험 잘 보라고 진짜 거의 서술형
을 다 집어 주고, 그럼 못 볼 수가 없잖아요. 다 알려줬는데, 그래서 애들이 그거 가지고 또 공부하고,
애들도 좀 집중해서 듣고 그랬어요. (김예린, 2018 겨울)
3학년 학생들은 아무래도 고등학교 입학이 얼마 안 남았다 보니까 학습 열의가 엄청나게 높아요. 갑자
기 높아져요. 작년 2학기부터 높아지기 시작했는데 3학년 때 확실히 바뀌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학습
내용을 조금 더 학습적으로 전달하게 돼요. 학습요소를 조금 더 많이 집어넣겠죠. 개인차가 있지만
따라오긴 하는 것 같아요. (교사 라1, 2018)

우리의 고민은 진학, 모여도 고민은 진학
중학교 3학년 생활에 대해 학생들 이야기는 한마디로 ‘온통 고교 진학에 대한 관심으
로 하루하루 보내는 학년’으로 묘사하였다. 중학교 3학년에 올라오면서 조례시간 전에
드라마나 게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학생들은 점차 줄어들고 고등학교가 어떻고 어떤
고등학교에 간 선배는 어떻다더라 면서 진학에 대한 고민이 학급에서도 가시적으로 들어
나기 시작한다는 점이 중학교 3학년 학교에서의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중학교 3학년 시기는 크게 둘로 나눠볼 수 있는데, 입시 전까지 ‘두근두근’ 걱정되는
나날을 보내면서 이제 쉬는 시간조차도 모여서 지원할 고등학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
고, 선생님들과도 이런저런 진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1학기 전반에 걸쳐 나
타난다. 특히 중간고사 후 나오는 가내신이 발표되면 담임교사와 상담을 하면서 본격적

157

제 1 부: 중학교 3학년의 생활과 진로

으로 고입 눈치작전이 시작되고 중학교 마지막 남은 두 시험, 즉 1학기 기말고사와 2학
기 중간고사에 대한 부담이 가중된다. 아무래도 중학교 내신 성적이 고등학교 입학에 영
향을 많이 미치는 지역의 특성상 이전까지 크게 나서지 않던 학부모들도 학교 시험이나
입시, 진학 상담 등에 대해 예민해지기 시작하였다.
3학년 되어 선생님들이 확 달라져서 1학기에는 시험문제를 어떻게 낼지 모르니까 애들이 엄청 말이
많았어요. 시험 보기 전에 시험을 본 적도 없는데 3학년 때 선생님들이 이렇게 다 바뀌게 되면 우리
시험을 어떻게 보냐고 해서. 교과목 선생님들이 2학년 때 비해 많이 바뀌셨어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다 횡설수설 하다가 2학기 때는 선생님들을 아니까 선생님이 “이거 나와.” 하게 되면 다 해놓고. ◎◎
(교과목) 선생님은 문제를 알려주시지는 않지만 엄청 많이 푸는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이거 중요해."
해놓으면 진짜 다 시험에 나왔어요. 1학기 때 어 거의 노는 식으로 했어요. 왜냐하면 시험 보는 게
수학, 국어, 영어, 과학 네 개까지 이었잖아요. 이거 밖에 없어서 엄청 노는 식으로 했다가 수학이
약간 떨어졌어요. 수학이 떨어져서 현타, 현실타격이 와서 2학기 때 수학을 엄청 했더니 올랐어요.
애들도 거의 다 올랐는데? 애들도 거의 10점씩은 거의 다 올랐어요. 네. 수학을 애들이 은근 열심히…
(송고은, 2018 겨울)
제 친구들이 성적을 진짜 많이 올렸거든요? 1학기 때 내신 15점 올린애도 있고. 선생님이 막 내신
15점 오른 애는 네가 처음이라고 그러면서. 어떤 남자애였는데, □□쪽으로 갔거든요? 걔가 이사해
가지고 △△고등학교는 못가고 저쪽으로 갔어요. (중략) 선생님들도 “너 내신 이정도 안올리면 고등학
교 여기 안 써준다.”고 그래서 열심히 하고 저는 그래도 3학년 2학기 성적 안 들어가도 공부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공부를 좀 하긴 했어요. 그래서 꽤 잘 봤더라고요? 3학년 2학기 성적까지
또 들어갔으면 제약과를 붙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꽤 많이 올랐던데, 10점인가? (김예린,
2018 겨울)

고교 원서쓰기로 확연히 갈리는 1학기와 2학기 : 원 없이 놀아서 즐거운 2학기? 시간 낭비
하는 2학기말?
앞서 언급되었듯이, 중학교 3학년 시기는 크게 둘로 나눠볼 수 있는데, 3학년 시기는
원서를 쓰는 시점을 전후로 질적으로 확연히 다른 생활이 펼쳐진다. 원서쓰기 전까지는
고교 입시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학업성적에 대한 불안한 마음에 우울해하고 있던 학생
들이 입시 결과가 발표되는 순간 교실은 온통 놀이터가 되어 수업시간에 영화를 보거나
보드게임을 하면서 친구들과 원 없이 학교에서 즐기는 기간으로 표현하였다. 실제 이 기
간에 다양한 체험학습을 진행하면서 서울의 아이스링크 다녀왔던 것을 2학기에 기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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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는 사건으로 기억하는 학생들이 있었다. 입시가 끝나고 ‘하루 종일 학교에서 원 없이
친구들과 노는 시간’에 대해 학생들은 서로 이야기하였다.
담임교사를 비롯한 교사들에 대한 감정도 이 시점을 중심으로 확연히 달라지는데 원서
쓰기 전까지 진학상담을 통해 자주 만나면서 다른 학년의 담임교사에 비해 좀 더 친하다
고 생각하는 학생도 있었고 오히려 더욱 사무적이고 딱딱한 느낌의 관계로 생각하는 학
생들도 있었지만 이후 입시가 끝나고 나면 수업이나 교사에 대한 기대도 관심도 사라지
는 것처럼 보였다.
2학기 들어오면서 일단 저랑 제가 느낀 애들의 차이점이 거의 공통점인 게 뭐냐면 1학기에는 이제
시험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거든요. 시험을 그렇게 2학기 때만큼은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생
각을 했는데 2학기 되고나서 시험이 딱 한번 없고 이제 원서 넣을 때가 다가오니까 너무 이제 애들끼
리도 대화 주제가 고등학교 그런 걸로 바뀌고 그리고 공부할 때도 "아 나 어느 고등학교 가냐." 이러면
서 계속 애들이 걱정하고 저도 그랬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애들이 시험이 한두 달 남았는데도 공부
하고 원래 안 그랬는데. 한두 달 전부터 "이건 어떻게 푸나." 이것저것 물어가면서 공부에 집중을 너무
잘 하기에 1학기 때랑 진짜 너무 다르다고 생각을. 저는 별 다른 게 없는데 그냥 2학기 때는 좀 부담감
더 많이 생겼어요. (차민정, 2018 겨울)
시험이 끝나고 나면 또 실컷 놀아야 하니까, 애들이 또 막상 못 놀아요. 애들이 아직 원서를 안 넣었으
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답답한 거예요. “너네 왜 안 놀아?”, “나 아직 원서 안 썼잖아, 떨어지면 어떡
해?” 이러면서. 11월 말쯤에 끝나는데, 원서는 시험 끝나고 한 2-3주 뒤에 넣거든요? 그 전까지는
벌점이랑 그런 게 다 들어가 가지고.. 놀다가 벌점 받으면 내신 또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애들이
불안해서. (중략) 거의 원서 다 쓸 때? 원서 다 쓰면 붙으니까 그래서 애들이 그때 수업도 선생님들
수업 안하고 영화보고. 거의 12월 초 중반쯤부터 그냥 다 영화만 보여주고 수학시간에 보드게임 같은
거 하고, 보드게임이 진짜 재밌는 게임 있어요. 루미큐브라고 수학게임인데 그거 초등학교 때부터 했
던 수학게임이거든요. 수학교실이라고 있어서 거기서부터 계속 했던 건데, 진짜 애들이 다 그게 중독
되어가지고 진짜 막 수학시간이든 영화 볼 때나 다 그것만 하는 거예요. 시험 끝나고 학교에서 되게
많이 놀러가고, 민속촌도 가고, 아이스링크장, 서울에 무슨 VR체험도 하러가고, 막 되게 많이 갔었어
요. 3일 동안 놀러가고, 연속으로 놀러가고 그랬었는데. 진짜 선생님들은 다 끝났으니까 노는 시간을
너네가 짜라고 그러면서 요리실습도 하고 뭔가. 5일 동안 학교를 가는데 노는? 재밌었어요. (김예린,
2018 겨울)

이성관계 문제 하나로 복잡해지는 전교생
연구 참여자 중 두 명의 여학생이 한 남학생과 교제하면서 벌어지는 사건이 학부모들
과 3학년 담임교사들, 학생들 사이에 문제이자 화제 거리가 되었다. 3학년에 들어와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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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들은 이성교제를 둘러싼 문제로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 가슴앓이를 했고
학교 교사들 역시 이를 예의주시하고 해결하고자 개입하면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큰 사건
으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어찌 보면 사실 별로 크게 문제시 될 것 없는 이성 관계 문제인데 당사자들은 물론
담임교사 및 학부모들의 근심이 크고 전교생들에게 알려지면서 상황이 악화되어 결국 송
고은은 교내에 좋지 않은 시선을 받아 스트레스로 상담실을 찾았고 담임교사 역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교사와 학부모들은 두 여학생 사이에 있는 남학생에 대해 부
정적으로 평가하고 이 학생이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되면서 문제가 복잡해졌는데 이로 인
해 연루된 두 명의 여학생은 학업수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고 주변의 학생들은 이
사건에 대해 마치 자신의 일들처럼 관심을 갖고 1학기에 가장 큰 사건으로 보고하였다.
라라중학교에서는 서너 명의 학생이 얽혀있는 문제라면 개인적인 이성 관계 문제라고 해
도 결코 ‘개인적’일 수 없게 되면서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 직, 간접적으로 관여하게
된다. 이러한 학생 개인 간의 이성문제가 라라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기억에 큰 사건으
로 남아 교내 학생들 간에 회자되고 여러 학생들의 학교생활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 사건
이 되었다.
어떤 ◎◎샘이 계시거든요. ◎◎샘이 바뀌었는데, 그 샘께서 제가 계속 떠든다고 했었잖아요. 아니,
자리가 어떻게 됐냐면 다 선생님은 여자, 남자, 여자, 남자… 하고 여자애들을 주변에 안 놓아두고
여자애들 주변에 다 남자애들이고, 남자애들 주변에 다 여자애들 이렇게 해서 그렇게 떠들게 됐는
데…. 그 떠들었다고 사귄다고 소문을 낸 거예요. 선생님들 사이에서 그렇게 소문이 나고, 그러고 또
약간 여자애들 남자애들도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 샘한테 언제 잠깐 와보라 해서 잠깐
나갔는데 제가 진짜 사귀는 거 아니라고 그랬더니, 상담 샘이 쟤네 사귀는 거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
해주셔서 지금 나아지긴 했는데. (중략) 걔도 약간 서먹해지고. 어제 카톡이 왔어요. 저한테. 카톡이
와서 이제부터 말을 제대로 못할 것 같다는 거예요. 예전처럼…. 그래서 네 알아서 하라고. 근데 3학년
곧 끝나니까, 그렇게 안 좋게 끝내지 말자. 그러면서… (중략) 그리고 샘한테 엄청 많이 불려가고. ◎◎
샘도 ‘너희 요즘 사귀니?’ 그래서 약간 이상 증상이 왔어요. 원래 스트레스 받으면 아무… 괜찮았는데,
요즘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요. 병원에 가면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 것 같대요. (송고은, 2018 여름)
몰랐지. 누군지 정확히는. 몰랐지, 근데 확실히 학교 심의위원회까지 이렇게 했던 애라고 그러더라고.
그 순간 깜짝 놀라가지고. 학교 심의위원회까지 올라갔으면. 그치 뭐 학폭이나 뭐가 있었으니까. 올라
갔겠지. 그래서 덤덤하게 넘어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모로서는 좀 나는 우리 딸이 모범생이니까
남자친구도 모범생인 애를 만났겠지 생각을 했는데 약간 그러길래, 약간 상담을 받고 나와서 머리가
띵 하더라고. ○○ 엄마가 ‘언니, 얘기 들었는데 왜 하필이면 걔야. 너무 아닌데. 싸가지도 없고.’
(차민정 어머니,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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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사회 및 기타 생활

서서히 드러나는 흡연과 비행
중학교 3학년 2학기가 되어 흡연을 하는 학생이 공공연히 가시화되면서 학생들과 교
사들 사이에 공개된 ‘비밀’이 되었다. 학생들이나 교사들에 따르면 이 학생들이 흡연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이 중학교 3학년이 된 후라고 보고하고 있다. 화장실이나 교외에서
흡연하는 모습이 친구들 사이에 회자되는 몇몇 남학생들이 교내 불시 가방검사와 같은
상황에서 한 차례 발각된 후 교사들에게 요주의 학생으로 명명되기 시작했다. 교내 후배
여학생과 크게 다투거나 성적인 문제를 비롯한 비행 관련 사건이 벌어지면서 교내에 큰
이슈가 되기도 하였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리기도 하였다.
흡연 이외에도 친하게 몰려다니던 5~6명의 교내외 남학생들이 교외에서 담배를 핀 것
이 주변 어른들에게 발각되고, 인근 상점에서 절도를 하다 체포된 학생 등 여러 가지 형
태의 비행 행동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사건들로‘얌전하고 상당히 괜찮은 학생
들’로 평가받던 라라중학교 3학년 학생들에 대한 인식이 지역사회에서도 변화하게 되었
고, 특정 학생 몇몇을 중심으로 안 좋은 소문이 회자되기도 하였다. 즉, 라라중학교 3학
년 학생들의 교내외 생활은 예년에 비해 ‘사건사고가 많은 정신없던 시기’로 기억되었다.
그때 걸렸을 때가 다 끝났을 때라서 벌점 그런 건 없었고, 어차피 훈계로만 끝냈는데 또 같이 마신
애들이 있으니까… 제가 훈계 받아서 다른 애들이 뭐라 할 수 있어서 다 훈계로 끝냈고, 여자애들은
소란 피워서 사회봉사 됐어요. (중략) 공부하는 애들도 있고 자는 애들도 있고, 좀 편해진 애들도 있어
요. 약간 좀 늘어져가지고, 맨날 술, 담배하고 그러고… (중략) 그게 더 심해졌어요. 3학년 2학기 들어
가서 조금 지나면 애들이 그래요. 몇 번 마셨다가… 몇 번 걸렸어요. 되게 이동을 많이 해요. 저기
공원에서도 먹고 □□ 가서도 먹고 그러니까. 취할 때까지는 안 마시는 애들도 있고, 완전히 취하는
애들도 있어요. (윤형구, 2019 겨울)

중학교 3학년 2학기말부터 시작되는 고교 선행
중학교 3학년 2학기가 끝나고 모든 입시가 결정되고 나면 자신이 진학한 학교에 따라
학생들은 매우 다른 마음가짐으로 방학생활을 하게 된다. 특히 일반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들은 어느 고등학교를 진학했던지 간에 시내에 있는 학원에 등록하면서 본격적인 고
등학교 학업에 대한 ‘선행학습’을 시작한다.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의 영어와 수학을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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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게 되는데 영어 1~2시간, 수학 2시간, 학생에 따라서는 국어 1시간 정도 미리 예
습 하는 것을 고등학교를 준비하는 ‘선행학습’이라고 생각하였다.
시내에 있는 학원도 학생들이 진학하는 고등학교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데 성적이 우
수한 학생들이 많이 진학하는 고등학교에 진학할 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선호하
는 학원이 약간 차이가 있다. 여학생들의 경우 공부를 잘 하는 학생이나 인기가 많은 학
생들이 다니는 학원에 몰려가서 공부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차츰 자신의 수준이나 진학할
고등학교에 더 적합한 학원으로 옮기는 경우가 생기게 되었다.
[고등학교에 갈 준비는 어떻게?] 지금 그냥 학원 다니고 있어요. 학원. 바꿨어요. 학원. □□ 시내 있는
데로. 그냥 학원인데. 그냥 수학하고 영어. 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같은 학원인데 수학하고 영어를
하고 그 몇 만원만 더 추가하면 국어하고 과학 봐 준다고 해서 거기로 다니고 있어요. 네. 아 원래
제가 저 혼자 몰래 다니려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지금은 많이 다니고 있어요. 지금 원래 저랑 원래
다니고 있었던 애들… 우리 학교에 다니고 있었던 애들이 있는데… ○○이가 원래 그 쪽 학원을 다녔
는데. 제가 그 쪽 학원으로 옮겼는데 제가 ○○라는 친구랑 같이 다니기로 했거든요. △△고등학교
같이 가서. 저희 둘이서 다니기로 했는데 애들이 갑자기 많이 다녀요. 그런데 여기 (동네) 학원은 원래
시험 끝나고 애들 거의 다 나가서요. (배유라, 2018 겨울)
수학은 과외하고 있고, 제가 가요. 거기 □□ 도시 쪽에서. 엄마가 데려갔다가 다시 샘이 저희 집까지
다시 태워주세요. 저 말고 한명? 소그룹이죠. (중략) 학원에서 영어를 배워요. 영어 선생님이 바뀌어서
영어는 들을 만 해서 그냥 그거라도 들으려고 다니고 있어요. 교재는 영어는 그냥 샘 강의식으로 그냥
말하는 것 필기하는 것 하고, 수학은 무슨 라이트수학이요. (정대현, 2018 겨울)

다. 고등학교 진학과 진로의 특징
1) 5개의 선택지 그리고 내신

라라중학교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희망하는 진학 고교는 5개다. 주변 고등학교는 일반
고의 경우 ‘C고(일반고), A고(일반고), B고(일반고), D고(일반고)’, 전문고의 경우 ‘마이스
터고(의약, 상업),’, ‘F고’의 순이다. 공부를 잘하는 상위권 학생들은 근처의 C고를 가기로
마음먹은 경우가 많다. 과거에 공부 잘하는 학생은 □□로 간다고 했으나 지금은 대부분
수시로 대학 가기를 선호하다보니 C고가 인기가 좋다. ‘C고’ 이외에 또 다른 옵션으로
새로 생긴 ‘A고’의 인기는 결국 2학기에 들어와 떨어졌다. 설립된 지 얼마 안 되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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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교통이 불편하다는 점이 단점으로 작용하며, 대학 입시에 ‘올인하는 학교’가 아니라
는 점에서 결국 2학기에 들어오면서부터 지원을 포기하는 경우가 생겼는데 교사들은 이
미 A고에 입학시킨 학부모들의 ‘입소문’이 영향을 많이 준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부모들의 경우도 순위는 비슷한데 자녀를 일반고로 보내려는 부모들은 ‘무조건 C고’인
경우가 많다. 이외 새로 개설된 ‘A고’는 생긴지 얼마 안 되었다는 점, 기숙사가 없고 교통
이 불편하다는 점이 단점으로 작용하며, 더불어 대학 입시에 ‘주력하는 학교’가 아니라는
점에서 부모들은 그다지 반기는 것 같지 않았다. 하지만 C고에 가기에는 성적이 약간
낮거나(자기소개서를 통한 면접 점수가 중요하다는 소문이 있다), 현재 라라중에서 3년
간 연습한 관악을 할 수 있는 관악부가 있다는 점이 A고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도 하였다.
중위권 학생들 가운데 성적이 많이 오른 박소혜의 경우도 이 학교를 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C고에도 갈 수 있는 성적이 되었지만 전교의 ‘엄친아’로 알려졌던 오빠가 C고에
진학 후 ‘넌 여기 오면 정말 못 버틸거야’라는 메시지에 겁이 나서 B고로 희망 고교를
수정하였다. 한편 자녀가 중간 이상의 공부를 하는데 일반고보다는 취업이 잘되는 마이
스터고(특히 농공단지내 제약회사가 몰려있는 라라지역에서는 제약학과가 인기)나 공고
를 추천하고 싶다는 부모가 있다.
이러한 5개의 고교 대안을 제외하고 특목고를 진학한 학생은 없다. 3년간 중3 담임교
사를 지낸 정소라 교사는 그 동안 특목고 관련하여 2년 전 □□의 E고에 진학한 두 명의
학생을 제외하고는 모든 학생들이 군내의 고등학교를 진학했다고 하였고. 이는 군내 지
원 전형이 있어 성적에 비해 다소 수월하게 인근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였다.
A고가 새로 생겼잖아요. 첨에는 그쪽을 많이 갈 생각을 했죠. 근데 그 학교 교장 선생님이 대학교를
보낸다는 것을 장담을 못한다는 말을 했대요. 근데 약간 C고를 가게 되면 너무 빡세요. 빡센데, 대학은
더 C고가 많이 간다하고. 근데 A고는 많이 자유로운데, 대학은 잘하는 애들만 가는 그런 거고. B고는
약간 너무 환경… 예전보다 환경이 좋아 진 것 같은데, 공부하는 환경은 아닌 거 같고. C고를 가서
너무 C고가 빡세다고 언니, 오빠들이 그러더라고요. 좋긴 좋은데 너무 빡세대요. 공부를 너무 많이
시킨대요. 다 선생님들이 오빠들도 그렇고 언니들도 그렇고 저희 학교 ‘물’내신이래요. C고를 가게 되
면. 저희 학교에서 잘하는 언니(오빠)들이 가게 된 거잖아요. 근데 거의 다 밑바닥을 치고 있대요. A고
는 어디를 놀러가거나, 공부를 하거나 했을 때, 공부 계획도 어디 놀러가는 것도 학생들이 짜고, 다
학생들이 이야기 하면서 짜고요. 수업도 모든 걸 토론식으로 한 대요. 말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애들이랑 같이 공부하고 한다고 해서 환경이 좋대요. (송고은, 2018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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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년 때는 마이스터고 가고 싶어 했었고. 근데 또 요즘 들어서 엄마는 그냥 꼴등으로 들어가라고.
들어가서 잘 하면 된다고 그러는데 전 중학교에서도 못하는데 가서 제가 정신을 차리겠어요? 그래가지
고 가서 또 못하면 어떡하지? 또 가서 못하면 어떡해요. 애들 거기 나보다 더 잘할 텐데. 아까도 말했
듯이 인문계는 전부 다 애들이 A고로 가려고 하고. C고는 제 성적으로는 절대 못 가고. B고는 2학기
때 열심히 하면 갈 수 있긴 한데. 집에서 가깝긴 해요 B고가. 근데 별로 거기 가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뭔가… 분위기가 안 좋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계속 중3 되니까 고등학교 얘기 많이 하고. 고등학
교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가 너네 인생을 가른다고 계속 얘길 하는데 별로 안 좋은데
가면 망할 거 같거든요. 상고 있는데 애들이 좀 많이 안 가려고 그래요. 거기가 내신이 제일 낮거든요.
제일 낮은데 내신이 낮아가지고. 좀 거긴 B고보다 좀 분위기가 더 안 좋아요. (김예린, 2018여름)
저 여기 있는 동안 3년 동안 E고 한 명 갔어요. 그 집은 부유해요. 집이 부유해서 갈 수 있었어요.
□□에 있는 E고, 엄마, 아빠가 사업을 여기서 하고 □□에 집이 또 있어요. 근데 옆 반 친구도 갔어
요. 두 명이 갔는데 저희 반 친구는 관악을 통해서 타악기로 갔어요. 관악으로 이제 간 케이스고. 미술
해서 또 다른 친구가 갔는데 그 친구는 그림을 유독 잘 그려서 미술 선생님이 추천을 하셔서 간걸로
되어있어요. 3년 동안 그 둘이 끝이에요. 첫 해. 저 왔던 2016년에 두 명이 E고를 갔고. 과고는 쓴
친구가 한 명도 없고. 외고도 없고. 부모님이 우선 기본적으로 거기서 숙식을 해결해줄 수가 없어요.
경제적인 게 커요. 등하교를 책임져줄 수 없으니까 안 되는 거죠. 자사고나 그런 것도. 그런 것에 부모
님 자체가 흥미가 없어요. 딱 한 명 작년에 과학고 희망하신 분이 있었는데 그 정도 성적은 아니다.
대부분 집에서 다닐 수 있거나 기숙사가 있는 근처 학교를 희망해요. (교사 라2, 2018)

2) 희망 진학 고교의 변천사
1학기부터 본격적으로 고교 진학에 대한 고민을 시작한 학생들은 1학기가 끝나면서
5가지 고교 대안 중 주 관심 고등학교를 언급하기 시작하였다. 대부분 여전히 고민 중이

지만 특성화고는 1학기 내신만으로 원서를 쓰기 때문에 특성화고를 진학하려는 학생들
은 학기말 성적을 중심으로 원서를 쓸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1학기말 홈커밍데이에 선
배들의 고등학교 설명회 이후 2학기에 들어와 현실적인 고민 속에서 진학고교가 바뀐
경우가 많았고 원서 쓰는 무렵 교사 인터뷰에서 나타난 진학 희망 고교가 결국 최종 진
학 고교가 되었다. 각 학생들의 진학 고교의 변천을 면담 시기별로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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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 라라중 학생별 진학 희망 고교의 변천사
학생명

7월 1차 학생면담 당시

12월 교사면담 당시

2019년 2월
최종 진학 고교

윤형구

□□쪽 공업고

일반고(B고 희망)

일반고(B고)

정대현

C고, 특목고

일반고(C고 희망)

일반고(C고)

박경준

미결정. 모친은 마이스터고

마이스터고(합격)

마이스터고(식품)

박소혜

A고, C고

일반고(B고 희망)

일반고(B고)

송고은

A고, C고, B고

일반고(B고 희망)

일반고(B고)

홍태하

A고

일반고(A고 희망)

일반고(A고)

이영배

G고

G고(합격)

특성화고(G고)

남찬욱

F고

마이스터고(합격)

마이스터고(식품)

배유라

A고, C고

일반고(C고 희망)

일반고(C고)

김예린

마이스터고

마이스터고(합격,식품)

마이스터고(식품)

주나래

F고, B고

F고(합격,사무행정)

F고(사무행정)

차민정

A고

일반고(A고 희망)

일반고(A고)

2019년 2월 최종 진학한 고등학교에 대해 기대를 묻는 질문에 마이스터고나 상업고에

입학한 학생들의 경우 2박 3일 정도의 외부 숙박 시설에서 이루어진 ‘특별하고 즐겁고
화려했던’ 오리엔테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진학한 학교에 대한 자부심과
고교 졸업 후 취업에 대한 희망을 표현하였다. 라라중학교 학생들은 특히 새로운 큰 학교
에서 만나게 될 다양한 친구들에 대한 걱정이 컸는데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친구들을 사
귀고 돌아오게 되어 보다 밝고 긍정적인 변화를 보고하였다. 일반고의 경우 대부분 오리
엔테이션이 입학 후에 이루어질 예정이라 기대보다는 앞으로 고등학교에서 어떻게 공부
를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보고하는 학생들이 많았다. 다만 A고의 경우 선배들과의
만남의 시간을 통해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던 것에 대해 인상 깊게 기억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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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교 진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고등학교 입학 정원 조정으로 인한 선배들의 고입 실패
올해 진학의 대이변은 작년 인문고 축소로 인한 대거 탈락자 속출의 영향으로 하향
지원세를 보였고(예를 들어 마이스터고의 (군내 지원)미달 사태와 F고의 급격히 상승한
커트라인) 1학기 말까지 A고에 대한 희망자가 많았는데 상위권 학생을 중심으로 결국
‘입시에 유리하다’는 F고로 희망을 변경하였다는 점이다. 라라중의 경우 성적에 따라 고

등학교에 대한 선호가 뚜렷이 나뉘는 것이 특징인 동시에 ‘공부 잘하는 학생은 보다 큰
□□로 나가는 옵션은 수시 강화로 인해 사라짐’과 ‘□□의 일반고 정원 대폭 축소(재작
년 일반고 미달로 인해 일반고의 정원 1500명 축소)’가 올해 입시에서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교사들은 분석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성적을 고려하여 지원한 고교에 대부분 합격하였다. 그러나
작년과 같이 소속 지역 도내 고교 입시에 있어 큰 변화가 올해에도 이어지면서 □□내
고교 입시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작년에 라라중학교가 속한 도지역은 감소하는 학생 수
에 대응하기 위해 일반고의 정원을 대폭 감축하여 □□내 일반고를 지원했던 학생들 상
당수가 자신이 지원한 학교에 불합격하고 (대부분이 기피하는 원거리의) D고에 들어가야
하거나 이 조차도 어려워 고교 입시에 실패한 사례가 라라중학교에서도 있었다. 이런 선
배들의 입시에 영향을 받은 이번 학년들은 하향 지원 추세가 두드러졌다. 게다가 학생
수 감축의 바람이 특성화고에도 불어 오히려 하향 지원을 해서 마이스터고보다는 상업고
를 선택했던 학생들이 진학에 실패하고, 고교 입학 자체가 불투명했던 학생이 마이스터
고(지역 내 선발 전형이 미달됨에 따라)에 진학하여 ‘신이 내린 자리에 입학했다’는 ‘전
설’이 되기도 했다. 특수학생 특별전형으로 지원했던 F고(군내 가장 성적이 낮은 학생들
이 가는 곳으로 알려진 상업계 고등학교)를 못 들어가고 오히려 마이스터고에 배정되는
특수학생이 2명이나 발생하는 이례적인 고교 진학 사례가 발생하였다.
이번에 F고가 폭발을 해버려 가지고. 작년엔 커트라인이 있는데 올해 커트라인이 높아져서 줄어들었어
요. 원래 반대가 되어야 하는데 올해는 그렇게 됐네요. 저희 학교 학생 수 몇 명 안돼서. 정확히 말씀드
리기가 어려운데 우선 관내 중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지원하게 되니까 그렇겠죠? 전체적으로 이번에
○○○도 전체적으로 특성화고 지원을 많이 해서. 왜 그런진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 때문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작년에 실업계를 확 줄였기 작년에 인문계가 폭발을 해서 떨어진 학생이 많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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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그것 때문에 인문계를 늘렸어요. 그럼 실업계가 줄어들겠죠. (중략) 희망 조사했는데 C고가
확실히 희망이 높아진 것 같아요. A고가 2년차 됐잖아요. 학부모도 좀 있을 거고 학생들도 좀 있을
거고 소문이 나니까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C고를 가면 확실히 분위기를 잡아서 공부시킨다, A고는
너무 풀어준다 이런 게 학부모들 사이에 많이 돌았나 봐요. 올해 3월만 해도 저희 반 지망하는 학생들
이 7명쯤 됐는데 지금은 2명으로 줄고 다 C고를 가는 걸로. (교사 라1, 2018)

어머니와 선배들의 입소문
라라중학교 학생들은 진학에 대한 의논을 주로 가족 내에서 어머니와 의논하고 아버지
의 관여는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생들의 진학 희망 고교가 변화되는데
영향을 미치는 첫 번째 요인은 부모 특히 엄마들과의 대화이다. 학생들이 갖고 있는 진학
정보는 주로 엄마 주변 친지, 친구 등을 통해 들은 ‘입소문’이 대부분이었다. 선배들이
홈커밍데이 때 해준 학교 소개에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보인다.
저는 A고인데… 저희 홈커밍데이 그거 했는데. A고는 완전 설명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 C고는
진짜 아… 진짜 너무 진짜, 그거 하려고 왔으면 그냥… 동영상만 보내도 되겠다. 그런 것도 있었을
텐데 A고가 이제, 기숙사도 생긴다고 하고. 네. 원래 기숙사가 없으면 원래 없는데, 기숙사가 없으면
좀 다니기 힘들잖아요. (배유라, 2018 여름)

“학교에서는 별로 해주는 것이 없어요.”

학부모나 학생 역시 담임교사와의 면담도 학기 초에 잠시 학업적 격려와 함께 가내신
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 전부라고 보고하면서 학교에서 진학과 관련된 정보
를 충분히 제공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불만을 털어놓았다. 학생들은 진로와 관련
하여 학교에서 받은 정보 및 서비스는 ‘1학년 자유학기 진로체험을 포함한 진로체험’과
‘홈커밍데이 고교 진학 선배들의 학교 소개’가 전부라고 기억하였다. 다만 전교 1등으로

졸업한 정대현의 경우 주변 학원장 아들이 자사고를 지원할 때 학원장의 제의가 있었으
나 담임교사와 어머니의 의견을 참고하여 군내 일반고에 진학하게 되었다.
[진로와 관련해가지고, 혹은 진학과 관련해서 도움이 되는 얘기를 듣거나 서비스를 받아본 적이 있는
지?] 진로, 진학 이런 거요? 학교에서 그냥 진로 시간 아니면 좀 선생님들 있잖아요. 그 오시는 분이
있어요. 가끔씩 진로 검사 한 거나 진로 체험 같은 거. 사실 정보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담임
선생님이나 아니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랑 아직 일대일로 면담 한 것도 별로 없고. 학원 선생님은 거
의 대학 가려면 C고 가야 된다고 이런 얘기 더 많이 하시고. (배유라, 2018 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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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플로우차트에서 방황하는 마음들
사실상 5개의 군내 고등학교에 배정이 되는 것이 가장 최선의 진학 대안으로 가지고
있는 라라중학교 학생들의 고교 선택과정은 사실상 매우 단순한 편이다. 대학에 가려는
학생과 취업을 하려는 학생들이 자신의 내신과 부합하는 방향으로 일반고와 특성화고를
고민하고 이후 자신의 학업 특성, 성공가능성, 거주지, 부모의 지원 등을 기초로 하여 권
내의 고등학교 1개교를 선택하게 되는 비교적 다른 지역의 학생들에 비해 단순한 의사결
정 과정을 경험하지만 각자의 상황에 따라 이러한 대안들 속에서 방황하고 고민하는 3학
년 시절을 보내게 된다.

대학이냐? 취업이냐?
대학 희망

취업 희망

빡빡하게
입시준비

새로운
학습방법 도전

내신을 위한
선택

빡빡하지만 100%
취업

공부에
자신이 없음

C고

A고

B고

마이스터고

F고

[그림 Ⅳ-1] 대학이냐? 취업이냐?

4) 진학 희망 고교가 결정되는 순간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신의 진학고교 최종 결정시기를 ‘원서쓰기 바로 전’으로 꼽았다.
자사고와 C고를 고민했던 정대현과 A고와 C고를 고민했던 배유라와 같은 상위권 학생들
은 ‘입시에 몰입할 수 있다’는 C고를 원서쓰기 전까지 고민하다가 결정하였다. A고를 희
망했던 상위권의 차민정과 중위권의 홍태하는 자신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고를 선정
하였고 학부모의 지지에 힘입어 결정이 좀 더 이른 시기에 이루어졌다.
B고, C고, A고 옵션이 있었는데, 딱 B고 가야겠다고 결정하게 된 건 12월 달 중 거의 후반 대 원서
쓰기 바로 전 11월쯤, 기말 시험 보고난 후에. A고는 너무 자율적이라서 공부를 안 한다는 소문이
있어서 그래서 B고하고 C고 둘 중에서 결정하는 데 C고는 원래 □□쪽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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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다른 좋은 곳으로 빠졌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안 빠져요. 그래서 공부 잘 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서 그냥 B고로 갔어요. 애들도 많이 가고 그래서. 저희 반 애들이. (송고은, 2018 겨울)

5) 개인별 특수한 진학 사례

학습 도움반 학생의 진학기
일반 학급에서의 학습을 다소 어려워했던 남찬욱의 경우 2학년 2학기가 되면서부터
학습 도움반으로 이동하여 수업을 듣게 되었다. 특수반에 등록하게 되면 앞으로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고등학교 진학이 가능하다는 계획 하에 부모의 의사에 따라 특수학급으로
옮겼었다(김경애 외, 2018: 296). 3학년 올라와서 학습도움반인 남찬욱은 이미 5월에 희
망 고교를 1차로 지원하였다. 특수교육대상자는 1학기말 5월경에 이미 군내 희망 고등학
교에 우선 배치되며 학부모와 학생의 의견에 전적으로 맞추어 배정이 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남찬욱의 성적과 단짝친구가 하나뿐인 상황을 고려하여 마이스터고를 지원하지 않고
하향하여 F고(군내 가장 성적이 낮은 학생들이 가는 곳으로 알려진 상업계 고등학교)를
친구와 함께 지원했으나 단짝과 떨어져 마이스터고에 배정되었다. 부모는 내심 좋아하면
서도 잘 해낼 수 있을지 걱정하는 듯 보인다고 하였고 담임교사나 학년주임교사의 입장
에서도 매우 드문 일이라고 의아해하고 있다. 이런 결과에 대해 부모님은 기뻐하면서도
상당히 빡빡하게 돌아가는 학교 공부를 남찬욱이 따라갈 수 있을까 걱정이 많았다. 그래
도 남찬욱은 단짝과 떨어지기는 했으나 마이스터고에 들어가 오리엔테이션을 다녀오면
서 취업에 대한 희망을 가득 안고 설레는 마음이 한 가득이었다. 오히려 마이스터고에
들어오지 못했던 친구가 교육청에 재배정 탄원을 넣는 등의 여러 가지 사건을 겪으면서
남찬욱은 자신의 배정에 자부심이 높아졌다.
운동부 학생의 진학기
카누부가 있는 라라중학교에서 2학년까지 유일한 운동선수였던 이영배는 자신의 운
동 실력이 부족하다고 고민했었다. 결국 3학년에 올라오면서 새로 신입생도 모집이 되
지 않는 카누부에서 탈퇴하면서 공부를 매진하고자 했으나 마음대로 되지 않아 속상해
하였다. 어머니의 의견에 따라 형들이 다니고 있는 G고로 진학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나

169

제 1 부: 중학교 3학년의 생활과 진로

내신이 낮아 불안해하다가 결국 형들과는 다른, G고의 정밀기계과(상대적으로 다른 전
공에 비해 점수가 낮음, 형들에게서 학생들이 매우 질이 안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
음)에 진학하였으나 거리가 너무 멀고 초반에 학교 적응을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신이 내린 자리’로의 진학기

가장 눈에 띄는 진학자는 군내 가장 하위권 일반고 입학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던
박경준의 진학이다. 친구들과 담임교사는 ‘신이 내린 자리에 간 아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박경준은 특수학급 대상자들까지도 ‘제치고’ 전교 36명중 35등을 하면서 사실상 군내 상
업고나 가장 낮은 수준의 학생들이 지원하는 일반고도 진학이 불투명한 학생임에도 불구
하고 군내 가장 좋다는 마이스터고에 우선 지원하였는데 놀랍게도 미달사태로 인해 합격
한 경우이다. 마이스터고 합격으로 인해 박경준은 자신감이 높아지고 게다가 오리엔테이
션을 다녀온 이후로 자신의 고교 생활에 대한 걱정보다는 기대와 자부심이 매우 높아졌다.
적성을 키워준 학교에서 키워줄 학교로의 진학기
라라중학교 연구 참여 학생들이 1학년에 들어오면서부터 대부분의 1학년생이 관악부
에 들어가야 했고, 몇몇 사정이 있는 학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신이 원하던 원하지
않던 하나의 악기를 담당하고 상당시간 악기를 연주하는 데 할애하였다. 이중 홍태하는
키도 크고 건장한 체격으로 일반적으로 쉽게 배우기 어려운 튜바를 연주하였다. 1년간
은 그냥 재미있게 참여하는 수준이었는데 2학년 올라오면서 악기연주에 몰입하던 홍태
하는 유튜브를 보면서 혼자 열심히 독학하고 연습한 덕에 시향악단에서 선발하는 연습
생으로도 뽑혀 방학마다 좀 더 심화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스스로도 악기
연주에 대해 열심이었지만 워낙에 악기가 비싼데다가 경제적인 이유로 음악대학으로의
진학이나 음악가로서의 삶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그러나 자신의 악기 연주에 대한 자
신의 관심을 뒷받침할 수 있는 관악부가 있는 고등학교에 진학하기로 마음먹었다. 내신
점수가 약간 경계선에 위치하고 있어 부모님과 본인 모두 긴장하였으나 자신의 이러한
장기를 십분 피력하여 고등학교 입시에 성공할 수 있었고 만족할만한 입시 결과라고 평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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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종합
라라중학교 학생들은 중학교 3학년을 돌아보면서 가장 큰 특징으로 ‘나는 여러모로 자
랐다’고 하였다. 또한 중학교 3년의 시간은 ‘앞으로 인생을 살아나가는데 거쳐 가야만
하는 중간적 시기였다’라고 평가하였다. 1학년 때 아무 것도 모르고 어리바리했던 어리
고 미숙한 모습에서 현재 자신은 신체적으로도 성장하였고, 할 줄 알게 된 것, 알게 된
것이 많아졌고,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좀 더 너그럽고 어른스럽게 변하면서 자신
들의 ‘성장’을 실감하였다.
역시나 3학년의 가장 핵심 주제는 ‘고교진학’이다. 진학과 관련한 고민에 있어 다양한
옵션의 부재로 인해 라라중학교 학생들에게 있어 고민의 내용은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성적으로 고등학교 진학 방향이 결정되고 부모와 학생간의 의견차가 크지 않은 것도 이
러한 이유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언제나 그렇듯이 두 명의 교사는 ‘내 학급’의 아이들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모든 학년
생’들에 대해 소상히 보고하고 그들 간의 역동까지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교사들에게도
라라중학교의 3학년은 하나의 공동체로 인식되는 것으로 보였다. 교사들은 군내 주변 고
등학교를 제외하고 특목고, 자사고와 같은 다양한 옵션을 갖지 못하는 학생들에 대한 안
타까움을 표현하였다.
2학년 말까지 라라중학교 학생들의 희망 진학 고교의 순위는 일반고의 경우 ‘C고(일반

고), A고(일반고), B고(일반고), D고(일반고)’, 전문고의 경우 ‘마이스터고(의약, 상업)’,
‘상업고’의 순이었고 이러한 순위는 3학년이 되어도 변하지 않았다. 간혹 다른 옵션의

고등학교를 고민하던 학생들도 결국 마지막 원서를 쓸 때 대학 입시에 유리한, 자신의
성적과 학습 스타일을 고려하여 고등학교를 선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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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중학생 성장과정의 종단적 분석

이 연구는 우리나라 중학생들이 어떠한 경험을 하며 성장해 나가는 지, 또한 학교, 가
정, 지역사회와 이들의 성장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그 과정을 면밀히 들여다봄으로써
우리나라 중학생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중학교 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 시작
되었다. 이를 위해 연구대상자를 도시 저소득층, 도시 중산층, 도시 고소득층과 읍면지역
으로 나누어 집단 별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중학교와 학생들을 선정하여, 4년간 동일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16)
제2부는 지난 4년간 4개 중학교 학생들의 학교, 가정, 지역사회에서의 생활과 경험을
추적하고, 학년 별로 관계, 정체성, 진로라는 핵심주제로 살펴본 그들의 성장과정을 종합
하여 제시한다.17) Ⅰ장에서는 중학생들의 학교, 가정, 지역사회에서의 생활의 특징과 그
들의 부모, 친구, 교사와의 관계, 스스로 인식한 정체성, 진로의 측면에서 성장과정에 대
한 종단적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종단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제시하였다.
연구 참여 중학생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특징을 잘 나타내도록 주제
를 제목으로 제시하였으며, 다른 집단과 다른 특성을 보이는 학교 학생들의 경우 해당
학교명과 그 학교 학생들의 특징을 병기하여 제시하였다.
Ⅱ장에서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중학생들의 올바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후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연구들과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16) 종단연구의 연구 설계에 대한 내용은 ‘제1부 Ⅱ장 2절. 연구 설계’를 참고하기 바란다.
17) 종단연구 전체의 핵심 주제에 대하여는 ‘제1부 Ⅱ장 1절. 종단연구의 관점과 핵심 주제’를 참고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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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중학생 성장과정의 종단적 분석18)

종단 연구를 시작하던 시점에서 초등학교를 갓 졸업했던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은 이번
연구 과정 동안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생이 되었다. 연구자는 실질적인 변화가 적은
어머님들과 외적, 내적으로 성장해나가는 학생들을 실제로 마주하고 비교하면서 학생들
의 커다란 변화의 폭을 체감할 수 있었다. 학생들은 외적으로 키가 크고 얼굴과 목소리가
변해갔고, 대화 당사자로서의 성숙도도 매학기, 매년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중학
생 시기를 지나오면서 학생들 간에 공유하는 모습도 있지만 활동력이 왕성하고 신체적‧
정신적 성장이 빠른 중학교 시절을 어떻게 지내왔는지에 따라서 학생들의 삶의 방향과
속도에서 차이가 벌어져 학생들마다의 특성은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 보고서에서는
한정된 여건상 이러한 차이를 개별적으로 다루기는 어렵지만 중학생의 성장과정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 측면들이면서 예외적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집단적 양상이라고
볼 수 있는 측면들을 담고자 하였다.

1

중학생의 생활과 경험19)

가. 학교생활과 경험
1) 초등학교: 친구를 만날 수 있는 행복하고 즐거운 곳

18) 2016년 1차년도 연구부터 2019년 4차년도 제1부까지의 연구내용이 각 학년에 대한 횡단적 분석이었다
면 제2부 ‘제Ⅰ장. 중학생 성장과정의 종단적 분석’은 이를 종단적으로 분석한 것으로서, 종단연구의 특
성 상 분석 내용 중 학생들이 중학교에 입학하기 전, 1학년 때와 2학년 때의 내용은 1차년도 보고서(김
경애 외, 2016), 2차년도 보고서(김경애 외, 2017)), 3차년도 보고서(김경애 외, 2018)의 내용을 포괄적
으로 인용한 부분이 있음을 밝힌다.
19) 네 학교 중학생들의 학교, 가정, 지역사회에서의 생활과 경험은 2차년도 보고서(김경애 외, 2017:
67-71, 144-190, 209-237, 253-274, 286-337)와 3차년도 보고서(김경애 외, 2018: 77-130,
144-189, 205-264, 285-303, 311-355), 본 보고서의 제1부 Ⅳ장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인용, 해석하여
제시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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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에 갓 입학한 중학생들에게 있어 초등학교에 대한 기억은 대체로 밝고 온화한
분위기로,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행복하고 즐거운 곳으로 기억되고 있었다. 초등학교
시기에는 지필고사를 치르는 등 치열한 경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학교는
편안한 ‘놀이터’와 같은 곳으로 의미화 되고 있었다. 여기서 ‘놀이터’란 지식 학습의 공간
보다는 교사와 친구를 만나 관계를 맺고 어울리며 다양한 사회적 역량을 키운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중학교 입학: 낯선 환경과 제도에 대한 적응

중학교 입학은 그와 같은 초등학교 시절과의 일종의 단절로 경험되었다. 중학교 입학
과 함께 경험하게 되는 새로운 학교생활은 그 자체로 낯선 환경이자 낯선 제도이므로
학생들의 적응을 필요로 하는 것이었다. 중학교는 초등학교와는 달리 교복을 입고, 급식
실에서 단체로 식사하며, 교과별로 서로 다른 교사가 수업을 진행한다. 중학생이 된다는
것은 중학생들에게 교복과 급식, 등하교 시간의 변화, 교과별 교사 등을 포함해서 중학교
에 입학하면서 학교생활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환경이나 제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받아
들여졌다.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친구들과 중학교 생활을 시작함에 따라 학생들은 개
인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일정 정도의 긴장감을 경험하였다. 새로운 환경은 호기심
과 기대감, 불안감을 동시에 가져왔다.
학생들에게 학교는 지켜야 할 것이 많은 곳이었다. 학생들은 중학교 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하고 싶은 것보다는 해서는 안되는 것,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생각하며 조심해
야 한다고 믿기 시작했다. 특히 장난기 있거나 활동적인 남학생들에게 있어서 벌점을 받
고 다시 상점으로 벌점을 지워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학교생활의 일상이 되었다. 선도위
원회가 열리기 전까지 학생들에게 벌점은 크게 신경 쓰이는 요소가 아니었다. 선도위원
회는 벌점 30점이 쌓이면 열리므로 그 전에 상점으로 벌점을 깎으면 된다고 생각했다.
상점을 받는 방법은 대표로 학급 준비물을 가져오는 것, 청소를 하는 것, 학급 임원 역할
을 잘 하는 것, 선생님 심부름을 하는 것 등 다양했다.
초등학교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제도 중 하나인 벌점 제도는 학생들의 문제행
동에 대해 벌점을 부과함으로써 행동의 교정을 유도하는 것이지만, 이 벌점제도의 정당
성에 대해 학생들이 쉽게 납득하지는 못했다. 실제의 취지와 달리 시행되는 과정에서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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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제도는 교육적 취지에 맞기 보다는 벌점을 상점을 통해 만회하면 되는 것으로 받아들
이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또한 교사에 따라 벌점 부과 과정과 방식이 차이가 있으며
특히 자의적인 경우가 많아서 학생들의 불만이 많았다. 그러나 대체로 크게 의미를 부여
하지는 않았다. 다만 벌점의 부과가 공정하거나 정당하다고 느껴지지 않을 때 문제적으
로 인식되고 있었다.
이처럼 중학교 입학과 동시에 새롭게 경험하는 제도와 환경은 학생들이 적응해야 하는
낯선 조건이기는 하지만 대체로 한 학기가 지나기 전에 대다수의 학생들이 어려움 없이
적응해갔다. 교복착용, 교과별 교사, 교과교실제(가가중학교), 급식실에서의 식사, 늘어난
수업시간, 선후배 사이의 규범 등 중학교의 새로운 환경이 불안과 기대를 동시에 가져왔
으나 대부분 수개월 내에 중학교 생활에 적응해갔다.
3) 라라중학교 1학년의 생활: 낯선 환경에서 익숙한 친구들과 공부하는 것

라라중학교 1학년 학생으로 생활한다는 것은 ‘새로운 학교에서 새로운 선생님에게 익
숙한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는 것’이다. 인근 4개 초등학교의 학생들이 라라중학교에 입
학하게 되지만 라라중학교 바로 옆에 위치한 △△초등학교의 전교생이 함께 진학함에 따
라 대부분의 학생들은 △△초등학교 동문이고 초등학교 1학년부터 만나던 친구들을 좀
더 큰 학교에서 달라진 선생님들과 함께 공부하는 정도의 변화만을 실감한다. 특히 과목
마다 바뀌는 다양한 교과담당 교사들과의 수업시간이 혼란스럽기도 하고 새롭기도 하였다.
그러나 중학교는 초등학교가 친구들과 함께 생활하고 노는 곳이었던 데에 비해 ‘다양
하고 어려워진 공부를 하는 곳’으로서 점차 ‘공부하는 곳’으로 인식되었다. 초등학교에
비해 정규 교과 시간이 늘어나고 방과후 수업이나 마을공부방 등에 참여하면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지내는 시간이 점차 늘어나고 성적이 등수로 표시되기 시작하면서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증가하기 시작한다.
4) 다다중학교의 1학년 생활: 고등학교 6년 과정에 돌입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학생들이 느끼는 가장 큰 인식은 ‘고등학교 6년 과정에 돌입’했
다는 것이다. 중학교는 ‘예비 고등학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멀게만 느꼈던 고입과 대입
이 성큼 다가왔다는 압박을 받고 있었다. 다다중학교는 중학교로는 보기 드물게 오전 8

180

Ⅰ. 중학생 성장과정의 종단적 분석

시에 등교해서 0교시를 운영하는 학교였다. 다다중학교 학생들은 마치 고등학생처럼 일
찍 등교해서 0교시부터 학교 수업을 듣고, 방과 후에는 곧바로 학원으로 이동해서 늦은
시간까지 학원을 다니고 있었다. 이러한 빡빡한 일상은 이제 중1이 된 학생들에게 버거
운 것임에 틀림이 없었지만, 학생들은 의외로 이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이제는
중학생이 되었다는 데서 오는 긴장감과 나뿐만 아니라 주변 친구들 역시 똑같이 힘들기
때문에 버텨야 하고,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였다. 연구 과정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학습전략 검사의 결과를 보면 계획한 것을 끝까지 해내려는 ‘성실성’
항목의 T점수가 53.22점을 나타내 평균 50점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동일한 검사에서 부정적 정서상태가 우울 45.46점, 불안 50.94점, 짜증 45.93점으로
평균 수준 또는 평균 이하 수준으로 조사되어 힘겨운 일상 와중에도 부정적 정서는 크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5) 1학년 2학기: 낯선 환경 즐기기

여름방학을 보낸 후 2학기가 되자 학생들은 초등학교 때와 달라진 것들을 오히려 즐길
수 있는 여유를 가지게 되었다. 예를 들어 과목마다 다른 선생님이 들어오시는 것도 수업
시간이 덜 지루해서 좋고, 쉬는 시간에는 선생님이 교무실로 가시니 교실에서 학생들의
자율성이 커져 즐거운 일이 되었다.
수개월 간의 적응기간을 거치고 난 후 도시 저소득층의 가가중학교 학생들에게 학교는
대부분 ‘집처럼 익숙하고 편안한 곳’이 되었다. 학교는 어떤 곳이냐는 질문에 가가중학교
학생들은 ‘놀기도 하고 잔소리를 들으면서도 무언가를 배우고, 밥도 먹는, 집과 마찬가지
로 편한 곳’으로 묘사하는 경우가 많았다. 가가중학교 학생들은 학교를 '친구들과 노는
곳', '밥 먹으러 가는 곳', '즐거운 곳' 등 마치 또 하나의 집처럼 자연스럽게 생활하는
곳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처럼 가가중학교 학생들은 학교란 자연스럽게 시간을 보내는
곳이고, 집 같은 곳이며, 친구들을 만나고 교사를 포함해 다양한 타인들과 관계를 맺는
곳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교사들 역시 학생들이 이처럼 학교를 자연스러운 곳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가가중학교
의 특징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교사들은 인터뷰에서 가가중학교를 이전 근무지와 비교하
면서 “애들 같은 아이들”이 있는 “시골학교 같은” 분위기로 묘사하고 있었다. 물론 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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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학생들 역시 대개의 한국의 중학교 학생들처럼 중학교 생활을 ‘기나긴 입시의 시
작점’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학교를 입시의 장으로 간주한다든지, 성적이나
등수에 대한 압박을 심각하게 느낀다던지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학교는 집과 마찬가
지로 자연스럽게 시간을 보내고, 선생님을 만나고, 친구를 만나는 관계의 장이었다.
이 시기 나나중학교 학생들에게 고민거리는 단연코 학업과 관련된 것이었다. 소수 친
구 문제로 고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적, 공부, 고입, 수학 등이 고민거리였다. 노력
한다고 하기는 했으나 기대만큼 성적이 안 나왔다는 생각이 드는 경우,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는 후회, 성적이 떨어질 것 같은 걱정 등은 고등학교 진학에 대한 막연함과 연결되
어 이들이 미래를 걱정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었다.
이런 학생들에게 학교는 일종의 해방구처럼 여겨졌다. 학교는 ‘빡빡한 일상 속에서의
유일한 탈출구이자 놀이동산’이었던 것이다. 학교에서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학원
숙제를 해야만 할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를 제외하고 이들에게 학교는 하루 중 상당히
긴 자유시간이 주어지는 신나는 곳이었다. 학생들은 학교에만 가면 함께 놀 수 있는 친구
들이 얼마든지 있었기 때문에 교문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들뜨기도 했다.
6) 새로운 경험: 자유학기제
1학년 2학기는 자유학기였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중간･기말고사를 치르지 않아도 된

다는 점에는 긍정적이면서 걱정을 던 분위기였는데 소수의 학생들은 시험 치르는 연습을
건너뛰면 2학년 이후에 더 힘들 수 있겠다는 걱정을 하기도 했다. 실제 시행된 자유학기
에 학생들이 친구들과 함께 있는 시간은 늘어났고 상호작용하는 밀도도 높아졌다. 자유
학기제를 시행하면서 교과시간에 모둠별로 토론하거나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기회
가 많아지자 학생들은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이 아닌, 수업 중에도 친구와 대화 속에서
공부를 할 수 있다면서 즐거워했다. 비교적 자주 있었던 외부 체험활동 시간은 합법적으
로 “하루 종일” 친구와 함께 바깥세상을 탐험하는 즐거운 여정이 되었다.
자유학기를 마친 시점에 학생들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인 편이었다. 친구들과 함께
할 시간이 더 많아졌다는 점, 시험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점, 진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볼 시간을 갖게 되었다는 점, 원하는 주제에 대해서 활동할 시간이 주어졌다는 점,
외부 다양한 체험 기회가 있었던 점 등이 학생들이 꼽은 자유학기제의 장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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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미는 있었지만 큰 도움은 안 되었다는 의견도 있었다. 특히 원하는 프로그램
이 아닌데도 어쩔 수 없이 참여한 경우에 대해서 학생들은 불만이 컸다. 또한 진로탐색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형식적으로 운영되었다면서 실망했다고도 했다. 학업과 관련해서도
학생들 마음이 좀 복잡했다. 자유학기에 학교에서 “풀어지고”, “놀더라도”, 이들의 머릿
속에 있는 유형의 “공부”는 했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2학년이 되어서 결국에는 다시
시험을 치러야 한다는 점을 큰 부담으로 안고 있었다. 특히 내용적으로 위계적 연결이
되는 수학 등의 과목에서 일부 내용이라도 놓쳤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불안
감이 컸다. 때로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특정 부분을 자세히 다루지 않고 빨리 지나가버
린 부분을 “진도를 급하게 나간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다.
반면에 대도시 고소득층의 다다중학교에서는 자유학기 동안 형성평가라는 이름으로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교과에서 일제식 지필평가를 치르고 그 성적을 학생에게
알려주었다는 점이 다른 학교들과 차별화되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자유학기 동안 자
칫 자녀가 학업에 소홀할 수 있다는 학부모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정책
취지가 퇴색될 수 있어 아쉬움이 드는 대목이다. 다다중학교 학생들이 경험한 자유학기
는 특이하게도 일제식 지필고사가 있는 자유학기였다.
7) 학교별로 다른 학업 부담

가) 전반적으로 느슨한 학습 분위기: 가가중학교
중학교 과정은 고등학교까지 이어지는 중등교육과정의 시작점으로, 이후의 고등학교
진학 및 대학입시를 포함하는 기나긴 여정의 출발점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매우 강했다.
가가중학교 학생들의 다수가 중학교 입학을 초등학교와는 완전히 다른 과정에 진입하는
것으로 인식하면서 학업에 대한 부담을 느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부담이 심각한 수준이
었다고 할 수는 없었고, 부모로부터 혹은 사교육기관을 통해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나 압
박을 강하게 받는 경우는 별로 없었다.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때 시작되는 이와 같은 학업
부담은 해가 바뀌면서 점차 사라지는 양상을 보였다. 즉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1학년 당
시에 학업 부담을 느끼던 학생들도 2학년, 3학년 올라가면서 중학교 생활에 적응하는 것
과 함께 학업의 부담이 완화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일단 초등학교 시절까지는 자기 성적의 상대적 위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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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마치면서 서서히 자기 성적의 상대적
위치를 가늠할 수 있게 된다. 중학교 2학년을 지나면서 자기 성적에 대해 인지하고 이를
받아들이는 경향이 전반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또 다른 한 가지 이유는 가가중학교에서
도 중학교 1학년 당시에는 막연하게나마 특목고나 과학고, 자사고 등을 고려해보던 학생
들이 있었지만, 중학교 2학년을 지나면서 그와 같은 고려가 사라지면서 중학교 내신에
대한 부담이 사라지는 것을 꼽을 수 있다. 중학교 3학년이 되면 학교 내신에 대한 부담이
거의 없어지기 때문에 학업에 대한 부담은 거의 느끼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전반적으로 가가중학교 학생들은 학업 및 성적, 진로 등에 대한 압박을 심하게 느끼지
않는 편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학업에 대한 부담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며, 특히 가가
중학교 학생들이 학업에 대한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는 사실 그 자체를 학생이나 학부모,
교사들이 문제적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 학업에 대한 열의를 가지는 학생들
은 가가중학교의 분위기에서 공부하기가 어렵다고 느끼기도 하고, 자녀 학업에 관심이
많은 학부모들은 전반적인 학업 분위기가 좋지 않다고 생각하기도 하며, 특히 교사들의
경우 가가중학교의 학업성취도와 학습열의에 대해서 심각하게 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가가중학교의 전반적인 학습 분위기는 교육열이 높은 지역에 비해서 열의가 높지 않으
며, 학업성취도 역시 높은 편이 아니다. 연구 참여 학생들은 대부분 가가중학교의 학습
분위기가 좋지 않으며, 수업 시간의 산만하거나 시끄러운 분위기, 혹은 무기력한 분위기
에 대해 이야기했다. 수업에 집중하는 학생들의 비중은 절반이 되지 않으며, 나머지는
수업과 무관하게 잡담을 하거나 자거나 다른 행동을 하는 편이다. 교사들 역시 가가중학
교의 수업 분위기에 대해 전반적인 무기력함을 공통적으로 토로했다. 학부모들 역시, 시
험기간에 감독으로 들어가 본 경험을 말하면서 시험이 시작되자마자 시험을 포기하고 자
는 학생들이 많다고 이야기했다.
그렇다고 해서 수업시간에 집중하는 학생들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성적이 높은 학
생들의 경우 대체로 수업시간에 교사의 수업 내용에 집중도가 높은 학생들이고, 사교육
을 전혀 받지 않으면서도 수업시간에만 집중해서 높은 성적을 받는 학생들도 있었다. 그
럼에도 이와 같은 학생들이 대단히 소수이며, 전반적으로 성적에 대한 관심이 별로 크지
않으며 수업 시간의 분위기가 산만하다는 점은 가가중학교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중학교 1학년인 2017년과 중학교 3학년인 2019년에 반복해서 실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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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영역(MLST-II) 검사 결과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가가중학교 학생들의 학습영
역(MLST-II) 검사 결과 중 성격특성의 경우 효능감과 결과기대, 성실성 모두 하락한 것으
로 나타났다. 즉 중학교 1학년에서 3학년으로 성장하면서 학업에 대한 효능감, 노력의
긍정적 결과에 대한 기대, 계획한 것을 해내려는 성실성 모두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동기특성 역시 학습동기와 경쟁동기, 회피동기 모두 하락하였는데, 이는 학습의 내재적
동기, 자신의 능력과 성취를 다른 사람들에게 과시하고자 하는 욕구, 자신의 부족함을
보여주지 않으려는 동기 모두 중학교 1학년에서 3학년으로 가면서 전반적으로 낮아졌음
을 의미한다.
여기서 특히 흥미로운 것은 회피동기 항목이다. 가가중학교 학생들의 회피동기는
2019년에 4개 학교 중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는데, 이는 가가중학교 학생들이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에 대한 심리적 저항감이 가장 약함을 뜻한다. 즉 친구관계 사이에
서 낮은 성적이나 학업성취가 큰 부끄러움을 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가
가중학교 학생들의 학업에 대한 낮은 관심과 열의는 개별적인 특성이 아니라 가가중학교
학생들의 전반적인 특성으로, 특히 성장과정에서 영향력이 커지는 친구들과의 상호작용
을 통해서 낮은 성적이나 학업성취가 특별히 부끄러움을 야기하지 않고, 그 결과 학업에
대한 낮은 관심과 열의가 더욱 강화되는 효과를 가지게 됨을 알 수 있다.
학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정서의 특성에 관한 검사 결과 중 우울과 불안
항목은 중학교 1학년인 2017년에서 중학교 3학년인 2019년 사이에 모두 하락하였을 뿐
아니라 4개 학교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즉 가가중학교 학생들은 3학년으로 올
라가면서 학업과 관련해서 우울이나 불안을 느끼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장 약하게 나타
났다. 이처럼 가가중학교 학생들의 경우 학년이 올라갈수록 성적에 대한 관심과 부담이
완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학업에 대한 열의를 가진 학생들이 적기 때문에 시험문제나 성
적을 가지고 크게 관심을 기울이는 학생들 역시 적고, 학교를 내신을 따기 위한, 즉 평가
를 받기 위한 곳으로 도구적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드물다. 수업시간에 집중하는 학생들
의 비중은 절반이 되지 않으며, 나머지는 수업과 무관하게 잡담을 하거나 자거나 다른
행동을 하는 편이다.
가가중학교 학생들은 학교라는 제도 혹은 공간이 가지는 규범적인 위상을 자연스럽게
인정하고 있었다. 학교에서 학생의 태도는 어떠해야 한다든지, 교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해야 한다든지 등에 관한 규범적인 인식을 전반적으로 가지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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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은 가가중학교 학생들이 순하고 착하고 예의바르며 아이 같은 아이들이라는 표현
을 많이 썼다. 시험문제나 성적을 가지고 과도하게 문제제기하거나 집착하는 학생들이
없고, 학교를 내신을 따기 위한, 즉 평가를 받기 위한 곳으로 도구적으로 인식하는 경우
도 드물다는 것이다.
가가중학교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학교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부모들의 경
우에도 자녀의 성적이나 학업에 대해 느긋한 태도를 보인다는 점이다. 시험감독 참여나
여타의 학교행사 등 학교에서 필요하다는 일에 가능하면 참여하려고 한다는 엄마들의 경
우에도 자녀의 성적에 대해서는 그리 신경 쓰지 않거나 느긋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이와 같은 학부모의 특징은 교사들에 의해서도 인지되고 있었고, 학업이나 시험
성적을 둘러싼 첨예한 갈등이나 항의가 없다는 점에서 교사들은 대체로 가가중학교의 전
반적 분위기에 만족하는 경우가 많았다.
나) 학교는 평가기관: 다다중학교
학생들에게 학교는 ‘교육기관’이라기보다 ‘평가기관’으로 여겨지고 있었다. 학교 수업
자체는 일반적인 수준으로 이루어지는 데 반해, 지필고사의 시험 문제는 매우 난이도가
높아서 학교 수업만으로는 풀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다다중학교의 경우, 전반적으
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높기 때문에 쉬운 문제만으로 지필고사를 치르면 대부분의 학
생들이 A를 받게 되어 변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를 출제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중학교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모든 학생이 A를 맞아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
만, 지필고사를 일반적 수준으로 출제할 경우 학교 내적으로는 대충 공부해도 A를 맞는
다는 생각에 학생들의 학습동기를 떨어뜨리고 학부모의 민원을 일으킬 수 있으며, 학교
외적으로는 교육청의 감사를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처럼 학교 수업은
평범한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시험은 고난이도로 출제되는 현상은 ‘공부는 학원에서, 시
험은 학교에서’와 같은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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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중 2병

가) 관계측면의 변곡점
학생들은 중2가 되면서 관계 측면에서 변곡점을 맞는다. 사회적으로 흔히 알려진 ‘중
2병’이라는 용어는 생물학, 사회학 등 다양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다다중의 중2병은 교육체제 측면에서 해석해보면, 학교 체제의 특성에 기인해 발생한
현상으로 볼 수 있었다. 중2는 중1과 중3 사이에 ‘끼인’ 시기이다. 다다중학교 학생들에
게 중1은 중학교에 적응하는 시기였고, 중3은 고입이 시작되는 시기이므로, 학생들에게
마음껏 놀고 방황할 수 있도록 허락된 유일한 시기가 바로 중2였다. 학생들은 전략적으
로 중2 동안 실컷 놀겠다고 계산한 것은 아니지만, 중1을 통해 중학교에 충분히 적응했
고 고입의 압박도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중2의 시기적 특성은 학생들에게 빠르게 체화되
었고 ‘고삐 풀린 학생들’이 늘어나게 되었다. 중2병의 증상은 여러 가지로 나타날 것으
로 보이는데, 다다중학교에서의 중2병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과 생
각에 충실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방식으로 표면화 되었다. 한마디로 내 맘대로 사는 시기
인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교사와의 갈등, 친구간의 갈등, 부모와의 갈등이 문제로 부
각되고 있었다.
이러한 사례들은 나나중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학생들 중에서는 학생들 간 다툼뿐
아니라 교사에 대한 의도적인 골탕과 도전, 위험한 상황을 만드는 돌발적인 행동 등을
하는 경우들이 있었다. 교사와 학부모들은 이러한 행동들에 대해서 학생들이 피곤해서
예민하기 때문이고 사춘기여서 합리적인 판단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며 때로는 친구들에
대해 과시욕을 부리고 싶어서라고 이해했다. 그런데 학생들은 이러한 행위 뒤에 따르는
교사들의 걱정과 조언에 대해서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였다. 학생들 중에는
선생님과 자신이 개인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기에 자신에 대해서 선
생님이 진심으로 걱정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나) 의욕 상실… 무기력…
나나중학교 학생들은 2학년이 되자 1학년 때와는 대비될 정도로 침체되고 무기력한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학생들은 2학년이 되어서 “나른해지고”, “귀찮고”, “의욕이 없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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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재미가 없다”고 했다. 특히 수업이 거의 강의식으로 이루어지면서 학생들이 흥미를
잃고 지루함을 견디기 힘들어했다.
1학년 때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으로 인해 만족도가 높았다면 2학년이 되어서도 여

전히 생활 전반의 만족도를 높여준 것은 친구들과의 관계였다. 하지만 2학년이 되어서
학교생활 전반을 좌우하는 또 하나의 축으로 시험이 등장했다. 시험과 성적에 대한 몰입
과 집착은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 되었다. 보통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한 달
전부터는 본격적인 시험 주간으로 여겨져서 모든 일상이 시험 준비를 위한 것으로 재편
되었다. 성적에 대한 본인과 부모의 기대가 컸기에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성적표를 받아
드는 순간은 괴로운 시간이었다.
이들은 2학년이 되어 4차례의 중간･기말고사를 치르는 과정에서 시험에 대비하는 나
름의 방법과 전략을 갖게 되었다. 시험 대비에서 주요 과목을 위한 선택적 ‘과목 버리기’,
공정한 평가의 어려움으로 인한 모둠수업 회피, 시험에 도움이 되지 않는 내용에 대한
무관심 등의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는 곧 수업 참여에도 영향을 주었다. 이들이 성적에
예민한 것이 다채롭고 활동적인 수업을 하는 데에 장애가 된 것이다. 나나중학교 수업의
특징으로는 첫째, 학생들 사이에 문화적 균질성이 있고 크게 뒤처지는 학생이 거의 없기
에 수업안을 구성할 때 용이한 측면이 있다는 점, 둘째, 학생들의 선행학습 수준이나 교
과목에 대한 관심도에 있어서 과목별로 편차가 존재한다는 점, 셋째, 학생들이 교사들에
게 개인적인 관심을 갖거나 친밀감을 크게 느끼지 않기에 교과서에서 다뤄지는 수업 내
용 외에는 별로 호응하지 않는다는 점, 넷째, 평가에 대한 부담으로 모둠활동을 하기 어
렵고 수행평가가 복잡해진다는 점 등이 꼽혔다.
또한 학생들 거의 전체가 학원수강을 하고 있기에 변별력을 위해서 시험 문제 중 고난
이도 문항이 포함되었는데 학생들은 이러한 문항은 학교수업만으로 대비하기 어렵다고
생각했기에 학원에 대한 의존도를 높였다. 학원과 학교 시험 간에는 이러한 선후를 알
수 없는 연결고리가 형성되었다.
지루한 2학년 생활은 라라중학교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느끼고 있었다. 자유학기를 보
내고 2학년이 되면서 다시 시험과 성적에 대한 걱정이 생기기는 하지만 1학년 때와는
달리 학교생활에 충분히 적응하고 드디어 중학교 2학년, ‘선배’가 되었다는 것을 실감하
면서 학교가 좀 더 편안한 장소가 된다. 그러나 이러한 편안함은 1학년 때와 거의 동일한
교과담당 교사들의 수업에 점차 재미를 잃어가고 ‘중1에서 중2로 숫자만 바뀐 다소 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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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학교생활’로 이어진다.
한편 중학교 2학년이 되면서 자유학기제 이후 다시 시작되는 시험과 성적에 대한 스트
레스가 점차 늘어난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어느 정도 서로의 성적에 대한 서열화를 인지
하고 있는 상태라 라라중학교 학생들은 자신의 위치가 이미 정해져있고 아무리 노력해도
넘을 수 없는 성적경쟁의 상한선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차로 표기되는 성적
과 시험 결과가 고교진학으로 직결된다는 것을 실감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학교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아진다.
이러한 편안해진 학교생활과 증가하는 학업스트레스 속에서 평화롭던 라라중학교에서
도 몇몇 학생들에 의한 학교폭력 사건이 보고되고 위원회가 열리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
였다. 라라중학교의 경우 소규모 학교의 특성상 학교 내에서 벌어지는 작은 학교폭력 사
건에 대해서도 전교생이 모두 알 수 있을 정도로 쉽게 소문이 나는데, 대부분은 서로 합
의하고 사과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되었다.
9) 3학년: 공부하는 시기

중학교 3학년이 된 학생들은 이제 ‘공부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전 학생들에게서 나타
난다.
읍면지역의 라라중학교에서도 1, 2학년에 비해 3학년 내신이 많이 차지한다는 점과
내신으로 고등학교 입시가 결정되는 지역 특성에 따라 조금이라도 성적을 올려보려는 학
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학급 분위기가 바뀐다. 비록 여전히 재미없는 수업
시간에 졸게 되는 경우는 있지만 좀 더 공부해보려고 선생님들 말씀에 귀를 기울이거나
필기를 하기 시작하는 학급 분위기가 중학교 3학년에 올라와서 가장 큰 학급의 변화를
만들었다. 라라중학교 3학년 학교생활에 화두는 역시 ‘고교 진학’이다. 3학년에 올라오면
서 ‘온통 고교 진학에 대한 관심으로 하루하루 보내는 학년’이 되었다.
대도시 중산층의 나나중학교 학생들은 중3이 되면서 곧 고등학생이 된다는 압력을 받
았고 이러한 무게감으로 점점 더 학원에 기대게 되었다. 전날 늦게까지 학원에서 있다가
학원 숙제를 하느라 수면이 부족한 학생들은 학교 수업 시간에 “자거나”, “멍 때리는” 경
우가 많았다. 다수의 학생들이 졸거나 지쳐있는 표정으로 앉아있는 상황에서 교사도 가
르침의 열정이 나올 수가 없기에 ‘잠자는 수업’과 ‘부실한 수업’ 간의 상승작용이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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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 했다. 많은 시간을 학원에 매여 있으며 해야 할 숙제에 치여 있는 학생들의 스트레스
가 쌓여가면서 학생들의 학교생활에서 두 가지 양상이 나타났다. 첫째는 생활 전반에 대
한 의욕을 점점 잃어가는 무기력한 모습이고 둘째는 별일 아닌 일에도 화를 내면서 폭력
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었다.
대도시 고소득층의 다다중학교에서는 3학년이 되면서 이러한 중2병은 씻은 듯이 사라
져버렸다. 2학년에서 3학년으로 넘어오는 짧은 시기에 대부분 학생들의 호르몬이 동시다
발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은 적으므로, 적어도 다다중학교에서 나타난 중2병은 교육체제
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중2병이 사라지면서, 곧이어 3학년
교실에서 벌점과 학교폭력이 줄어들었다. 3학년 교실은 중2병이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평화를 되찾았다. 중2병은 잦아들었지만 학교의 내신 경쟁은 한층 치열해졌다. 특목고
등에 진학하려는 학생들이 조금이라도 좋은 내신 성적을 받기 위해 치열하게 공부에 뛰
어들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업분위기가 좋은 것은 아니었다. 다다중학교의
3학년 1학기 교실은 매우 어수선한 분위기에 놓여 있었다. 영재고 합격자와 해외로 유학

을 떠나는 학생들이 반별로 존재했기 때문에 수업 분위기가 바로 잡히기 어려웠던 것이
다. 이미 영재고 합격이 결정된 학생들은 당당하게 수업 시간에 잠을 자거나 다른 책을
펴놓고 있었고, 외국 유학이 결정된 학생들 역시 마음이 한국을 떠나있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집중하지 않았다. 이어지는 3학년 2학기에 학생들은 크게 두 부류로 구분되었다.
졸업할 때까지 다다중학교 학생이라는 생각으로 성실하게 출석하고 교사의 수업지도와
생활지도를 받아들이는 학생들이 있는 반면, 고등학교가 결정된 이후 대입에는 중학교
성적과 학생부가 반영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에 결석을 자주하고 학교 수업과 생활에 불
성실한 학생들도 상당수 보였다. 한편, 연구 참여 학생들 중에서 3학년 1학기에 미국과
뉴질랜드로 유학을 떠난 2명의 학생들은 다다중학교보다 경쟁이 치열하지 않고 성적도
잘 나오는 외국의 학교생활에 만족하는 모습을 내보이기도 했다.
10) 공부로부터의 해방: 중학교에서 가장 즐거웠던 경험
3학년 시절, 학교생활 중 학생들이 행복했던 때로 떠올렸던 경험은 합법적으로 학원을

빠지고 친구들과 노는 데 몰두할 수 있었던 수학여행, 그리고 3학년 2학기 기말고사를
치른 후 겨울방학 전까지 학교에서 놀던 시간이었다. 원서를 쓰는 시점을 이후로 확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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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생활이 펼쳐지는데 원서쓰기 전까지는 고교 입시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학업성적에
대한 불안한 마음에 우울해하고 있던 학생들이 입시 결과가 발표되는 순간 교실은 온통
놀이터가 되어 수업시간에 영화를 보거나 보드게임을 하면서 친구들과 원 없이 학교에서
즐기는 학교생활을 보내게 된다. 한편 학교 축제 때 동아리 부스 운영에 참여했던 학생들
은 3학년이니만큼 최고 선배로서 책임지고 주관하게 되어 뿌듯함을 느꼈고 자신의 숨겨
진 측면을 발견할 수 있었던 계기를 가졌다.

나. 가정생활과 경험
중학생들의 학교생활은 학교문화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었지만 중학교라는 공통점
을 가지고 많은 부분 유사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연구대상 학생들에게 있어 가정
은 가장 편안한 곳, 학년이 올라가면서 가정생활의 비중이 줄고, 가족과의 공유시간이
절대적으로 감소해도 여전히 가장 편안한 곳이지만 4개 학교 학생들 간에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집: 정서적․육체적 휴식의 공간

집이 어느 지역에 있든 부모의 직업이 무엇이든 연구대상 학생들에게 있어 가정은 가
장 편안한 곳이었다. 도시 저소득층의 가가중학교 학생들에게 가족은 정서적·육체적 휴
식의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도시 중산층의 나나중학교 학생들에게도 초등학교 때까지 이들에게 가정은 세상에서
가장 안락한 공간이자 자유로운 놀이터였다. 이들에게 집은 “터놓고 말하는 곳”, “든든한
후원자”, “안식처”, “쉼터”이었고 부모님은 “부담 없이”, “무슨 이야기든” 할 수 있는 분이
었다.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든지 간에 집에 들어 온 순간 밖에서 받은 스트레스와 상처
를 풀어내며 해결할 길이 열렸다. 학생들은 매일 매일 집에서 어제보다 더 큰 에너지를
장착하고 밖으로 나갈 수 있었다. 중학교 입학 이후에도 나나중학교 학생들에게 가정은
초등학교 때까지의 연장선상에서 여전히 “무엇이든 말할 수 있는 편안한 곳”이었다. 초등
학교 때부터 부모와 많은 대화를 하는 가운데 중학생이 되었기에 비록 가정에서 생활하
는 시간이 줄어들었고 생활에서 학교나 학원의 비중이 커졌으며 친구와의 관계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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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해졌다고 할지라도 가정의 의미가 흔들리지는 않았다. 비교적 포용적인 부모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학생들은 스스로 부모님한테 인정받고 있다고 여겼으며 반대로 부모님의
여러 측면을 대단하다고 여기면서 존중하는 모습을 이어갔다. 화목한 가정, 사이가 좋은
부모님, 자신에 대한 높은 기대와 구체적인 지원이 있는 가정은 나나중학교 학생들의 높
은 자존감의 근원이 되었다.
도시 고소득층의 다다중학교 학생들에게 가정은 든든한 정신적 버팀목이자 풍족한 지
원을 받는 곳이며, 학생들에게 있어 어머니는 철저한 ‘나의 편’으로 절대적인 지지를 받
는다는 느낌을 받고 있었다.
읍면지역의 라라중학교 학생들은 다채로운 가정사를 배경으로 성장해왔다. 때로는 무
거운 가정사 속에서 어려움을 경험한 학생들도 있고, 비교적 안정된 가정환경 속에서 경
제적 어려움 없이 성장한 학생들도 있다. 일반적으로 라라중학교 학생들의 부모는 주로
농공단지를 터전으로 하는 산업체 근로자이거나 소규모 상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다. 특히, 산업체 근로자인 부모의 삼교대 근무나 야간 근무 여부에 따라 또 통학거리
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따라 학생들의 생활 패턴에는 개인차가 있다. 특히 부모 모두 맞
벌이를 하거나 한부모 가정인 경우이거나 통학거리가 먼 경우의 학생들은 일단 집에서
학교로 등교한 후에는 모든 일정을 마치는 6~8시 이전에 집으로 가기 어렵다. 그러나
라라중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가정은 결국 모든 일정을 마치고 돌아가 쉴 수 있는 공간
이자 세상으로부터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가족이 있는 곳이다.
2) 부모의 일과 자녀 교육

가) 가가중학교와 라라중학교의 일하는 어머니와 자립적인 자녀들
연구에 참여한 가가중학교 학생들의 아버지 직업은 자영업 또는 서비스업이 6명, 회사
원이 4명, 그밖에 군인, 목사 등이었고, 아버지가 이미 사망하여 응답하지 않은 경우가
1명 있었다. 중학교 1학년 시점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어머니가 일하는 경우는 전체 학

생 15명 중 파트타임을 포함하여 10명이었고, 이 중 풀타임으로 일하는 경우와 어머니가
단독 가구주인 경우를 합하면 7명이었다. 그러나 부모가 맞벌이를 하거나 한부모 가족이
어서 자녀에 대한 돌봄의 수행에 불가피한 제약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일
을 하는 것 때문에 결핍을 경험했다고 얘기한 학생은 한 명도 없었다. 어머니가 경제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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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는 경우 조부모를 포함한 친족의 도움을 받은 사례가 많았다. 특히 어머니가 일을
하기 위해 친가나 외가 쪽의 조부모님의 거주지 근처에 정착해서 사는 경우가 많았고,
조부모님과 함께 살았거나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경우도 2명 있었다.
가가중학교 학생들에게 부모님의 직업을 기입하도록 했을 때 특징적인 점은 아버지나
어머니의 직업을 구체적으로 기입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점이다. “△△건설”,
“△△서비스업 부장” 등 구체적으로 적은 경우도 있었지만, “직업군인”이나 “목사” 등 직

종이 분명한 경우를 제외하면 “회사원”처럼 일반적인 용어를 적거나 “원단일”, “자석가
게”, “인력”, “공사”, “화학분야”, “장사꾼” 등 두루뭉술하게 적은 경우가 많았다. 특히 어
머니의 직업에 대해서는 “모름”으로 적은 경우가 많았고, 어머니가 실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음에도 “주부”라고 적은 경우도 있었다. 부모님의 학력 역시 아버지의 학력은
대학원졸 1명을 포함해서 대졸 이상이 7명, 고졸 3명, 모름 또는 무응답이 5명이었고,
어머니의 경우 대졸 9명, 고졸 3명, 모름 또는 무응답이 4명으로 나타나 “모름”으로 적거
나 응답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부모님의 나이를 적지 않거나 모른다고
답한 학생도 3명이었다.
여기서 유추해볼 수 있는 것은, 가가중학교 학생들과 부모 사이의 상호작용이 구체적
인 사실이나 내용을 중심으로 밀도 높게 이루어지는 패턴이라기보다는 일상적이고 느슨
한 상호작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가가중학교 학생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어머니가 전업주부인 경우는 적은 편이고, 많은
어머니들이 전일제 직장, 자영업, 시간제 일자리 등 다양한 형태의 경제활동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자녀에 대해 일상의 세세한 보살핌이나 학업에 대한 구체적인 개입이 나타
나지는 않았지만, 그로 인해 가가중학교 학생들 중에서는 일상에서 자립적인 학생들이
꽤 눈에 띄었다. 이런 경우 자녀들이 집에서 설거지나 빨래, 요리, 상차리기 등 간단한
집안일을 포함해 살림과 일상적인 가사를 돕는 경우가 많았다. 집안일을 돕는데 있어서
눈에 띄게 성차가 작동하지도 않았다. 형제자매의 경우를 함께 보아도 아들 딸 사이의
특별한 차이 없이 가사에 참여하는 형태가 많았다. 물론 가가중학교의 모든 학생들이 이
와 같이 가사에 참여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지역이나 이 연구의 다른 사례 중학
교들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특징적인 양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중학생 시절에 이
와 같이 가사에 참여하는 경험은 아이들이 자신의 역할을 단지 학생으로만 국한시키지
않고 한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존재로 성장하는데 있어 매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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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요소로 보였다.
읍면지역의 라라중학교 학생들도 중학생이 되면서 자율적인 가정생활을 시작한다. 누
가 깨우지 않아도 스스로 일어나 학교 갈 준비를 하는 횟수도 늘고 학교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부모들의 생활 돌봄도 줄어든다. 부모들은 사춘기에 접어든 자녀의
감정적 변화에 신경을 쓰지만 생활습관이나 태도와 같은 측면에 대한 ‘돌봄’은 실제적으
로 감소하는데 학생들은 여전히 부모의 ‘잔소리’는 늘어난다고 생각한다.
한편 이러한 부모의 생활 돌봄의 감소는 학생들이 가족 및 가사에 대한 책임이 증가하
는 상황과 맞물리게 된다. 특히 중학생이 되면서 라라중학교 학부모들은 자녀에게 가정
과 가사에 대한 책임을 보다 많이 부여하는데 이는 특히 여학생들의 경우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중학교 2학년이 되어도 가정 내에 큰 변화는 없다, 다만 중학교 2학년이 된 자녀들이
조금 더 가정으로부터 독립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부모들도 아이들의 학교생활에 대한 걱
정과 관심을 점차 줄여나간다. ‘어른스러워짐’은 중학교 3학년이 되어도 이어진다. 이제
아이들은 자신을 스스로 돌보는 것에서 더 나아가 가족을 챙길 줄 아는 어른스러운 모습
으로 가정에서의 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라라중학교 학생들은 이미 중학교에 들어오
면서부터 자신을 돌보기 시작했지만 중3이 되면서 스스로 식사를 챙겨먹고 학교와 집,
시내를 성인의 도움 없이 자유롭고 자연스럽게 다니게 되고 가족들에게 예전과 달리 좀
더 너그러워지거나, 성격적으로 너무 예민했던 부분이 사라져가면서 더욱 어른스러운 모
습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심리적 성숙에 비해 1학년 때 느껴졌던 급속한 신체적
성장이나 변화는 오히려 주춤한 것으로 보인다.
나) 나나중학교와 다다중학교 어머니의 일: ‘중학생 엄마 되기’
대도시 고소득층인 다다중학교 학생들의 경우 초등학교 시기에 13명 학생의 어머니들
중 3명(대학 교수, 의사, 약사)을 제외한 10명은 전업주부였으며, 어머니들은 자녀를 돌
보고 교육을 지원하는 것으로 일과의 대부분을 보내고 있었다. 자녀들이 중학교에 진학
한 직후, 2명(의사, 약사)의 어머니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의 길로 들어섰다. 유일
하게 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1명의 어머니만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는데, 대학 교수라는 직업적 특성상 시간적 여유와 자유도가 높기 때문에 직장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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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면서도 자녀 교육을 지원하고 관여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즉, 모든 어머니들의 일
상의 중심에는 ‘자녀 교육’이 있었다. 고소득층 가정의 부부 모습은 현대적인 맞벌이 형
태를 보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지만, 이 연구에 따르면 오히려 남편은 바깥일을 하고,
아내는 집안을 돌보는 전통적인 부부의 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한편, 다다중학교
학생들에게서 ‘내 목표는 내 부모님’과 ‘부모님 뜻에 따르기’ 현상이 부각되어 나타났다.
이 학생들은 부모님의 사회, 경제적 성취를 바라보면서 성장해왔기 때문에, 막연하지만
부모처럼 되고 싶다는 생각과 부모님의 뜻을 존중해야 한다는 마음을 품고 있었다.
자녀가 ‘중학생이 된다는 것’은 엄마는 ‘중학생 엄마가 된다는 것’이기도 하다. 학생들
이 중학교에 진학한 후, 어머니들의 자녀 공부에 대한 관여는 좀 더 직접적으로 이루어졌
다. 예를 들어, 중학교에서는 자율동아리를 구성하여 활동하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되는데, 이러한 자율동아리들을 학생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들이 주도하여 기획
및 운영하고 자녀들은 어머니들이 만들어준 활동에 참여만 하고 있었다. 또한 다다중학
교 학부모들은 자녀 성적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높은 편이었고, 그 외에도 학교생활
전반에 관심도가 높고 예민했다. 학부모들은 자녀가 벌점을 맞거나 교사에게 훈육을 받
는 상황을 접하면, 교사에게 전화를 걸거나 학교 방문을 통해 항의하는 모습을 빈번하게
보여주었다. 가정의 관여가 잦아지고 가정의 권위가 높아짐에 따라 학교와 교사의 권위
가 낮아지고, 나아가 학생들로 하여금 교사보다 부모가 ‘더 높은 사람’이라는 인식이 생
기는 것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본다. 학교에서 교사의 학생 지도가 어려워
지는 연쇄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와 같이 학생들은 가정에서 높은 지
지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 시점에서는 타인과의 비교에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 않았다. 학습전략검사의 결과 중 자신의 성취를 과시하려는 ‘경쟁동기’와 자신
의 부족함을 보여주지 않으려는 ‘회피동기’는 각각 47.97점, 46.06점으로 평균 50점보다
낮게 나타나 다다중학교 1학년 학생들은 주변 학생들과의 비교하기보다는 나의 생활에
열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학년이 되고 집은 마냥 편안한 쉼터는 아니었다. 학생들은 가정에서의 ‘관리’를 점점

더 부담스럽게 느끼고 있었다. 때문에 학교, 학원이 끝난 후에 집에 오기보다는 독서실이
나 스터디카페에 가는 사례가 2학년이 되면서 늘어났다. 좀 더 어렸을 때에는 집에서 방
문을 열어놓는 등 어머니의 관리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었지만, 사춘기의 단계에
들어선 학생들은 어머니와 일정한 거리 유지가 필요했다. 이 시기의 학생들은 감정 기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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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심했는데, 1학년 때에는 부모의 말을 따르지 않고 잘 수용하지 않은 소극적인 반항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직접적으로 불만스러운 감정을 표출하고 격렬하게 다투기도 했다.
어머니들은 자녀의 급격한 변화에 당혹스러워하면서 이를 ‘사춘기’ 또는 ‘중2병’으로 해
석하며 받아들이고 있었다. 2학년이 되면서 가정에서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은 계속적으
로 줄어들었다. 성적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학원 수강의 부담이 가중되고 가족들과의 시
간은 점점 더 후순위로 밀리고 있었다.
중산층 나나중학교 학생들이 보고한 아버지 직업은 유통업, 의류벤더, 지하철 운전기
사, 연구원, 경찰, 편의점 운영, 국제공항 연구원, 회사원(3명), 관광업, 의사 등이다. 어머
니 직업은 전업주부가 7명이고, 나머지 5명은 액세서리점(사장), 어린이집(원장), 관광업,
간호사, 수학과외 등에 종사한다. 본 연구참여 어머니들 중 전업주부들도 대부분 직업생
활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자녀 양육에 집중하기 위해서 직장을 그만 둔 사례에 해당했다.
연구참여 의사를 밝힐 때에는 아무래도 어머니의 면담 참여 용이성을 고려했을 것이므로
참여자 중 맞벌이 비율이 학교 전체에 비해 적은 편이라고 볼 수 있다. 부모들의 교육수
준도 높아서 연구참여 학생들 12명 중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대졸 이상인 경우가 10명이
었다. 중학교 입학 전까지 학생들은 본 것도, 읽은 것도, 체험한 것도 많은 편이었다. 나
나중학교 학생들을 키우는 동안 부모들이 독서, 체험, 문화 향유 등에 대해서 매우 높은
관심을 가지고 강조해 왔기 때문이다. 특히 책 읽기를 강조했다. 책을 통해서 세상의 각
종 지식과 지혜들을 얻을 수 있는데 이러한 기회를 주는 것이 부모가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것들 중에 가장 간단하면서도 풍부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책읽기가 일종
의 세상에 대한 간접체험의 기회를 넓혀주는 것이라면 이 학생들의 부모들은 한편으로
직접체험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기회를 넓혀주기 위해서 애를 써 왔다. 학습
과 분명하게 연관 지어서 선택한 체험처로는 과학관, 법원, 방송국, 박물관, 전시장, 직업
체험기관 등이 있었다. 이 밖에 세상의 다채로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국내외 다양한
곳으로의 여행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실행한 것도 중요한 특징이었다. 여행
은 자녀들의 체험의 폭을 넓혀주는 기회이면서 동시에 가족 간의 관계를 돈독하게 이어
주는 공통의 끈이 되어 주었다.
부모의 관리가 엄격한 편임에도 불구하고 연구참여 학생들은 부모가 양육이나 교육에
있어서 강압적이라는 느낌을 받지 않고 있었다. 오히려 자신이 선택권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기분과 상황을 설명하면 부모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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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했다. 부모는 해야 한다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있어서 일방적인 기
준을 들이대지는 않았고 자녀와 협의해서 기준을 세우거나 자녀의 상태를 지켜보면서 타
협점을 찾아 왔다.

다) 다다중학교 아버지: ‘중학생 아버지 되기’
대도시 고소득층 다다중학교 학생들에게 내신 성적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면서 내신 성
적에 반영되는 수행평가는 ‘가족의 숙제’가 되기도 했다. A, B, C, D, E로 표시된 성적이
산출되고, 이러한 성적이 고입에 반영되는 2학년이 되자 그동안 자녀 교육에 관심이 적
었던 아버지들의 교육에 대한 관여가 시작되기도 했다. 아버지들은 그동안 막연하게 자
녀가 공부를 잘 하겠거니 생각하다가 2학년에 받아든 성적표가 만족스럽지 않자 관심도
가 급격히 높아졌는데, 학생들은 이러한 아버지의 관심이 불편하고 부담스럽게 느껴졌
다. 특히 이 학생들의 아버지는 주로 의학계 또는 학계의 전문직 종사자들이었으므로 학
창시절 우등생인 경우가 많았고, 학생들이 느끼는 압박감은 배가 되었다. 아버지가 자녀
성적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면 학생뿐만 아니라 어머니까지 압박감과 부담감을 느끼게 되
는 ‘자녀 성적표가 엄마 성적표’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3) 가정별로 다른 학업지지 양상

이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경제적 여건을 떠나서 부모가 자녀에 대한 관심을 상대적
으로 많이 가지는 사례들이었다. 그러나 가가중학교의 경우 자녀에 대한 관심, 특히 학업
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경우에도 그 관심이 구체적인 개입의 형태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즉 공부를 잘 하기를 바라고 성적을 잘 받기를 바라는 마음, 좋은 학교에 진학하기를 바
라는 마음을 전반적으로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른바 ‘매니저 엄마’와 같은 형태로 학업
에 개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즉 학업에 대한 지지가 구체적이고 상세한 개입이나
직접적인 압력의 형태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특히 부모들이 학업에 대해 기울이는 관심의 정도나 양상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
해서 해가 갈수록 변화했다. 중학교 1학년 입학 당시에는 초등학교 과정에서 보여주었던
학업성취나 좋은 평가 등으로 많은 기대를 품게 되는 경우가 많았고, 막연하지만 강하게
성적에 대한 기대와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2학년을 거쳐 3학년으로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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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자녀의 상대적인 학업성취도를 파악하면서 그 성취도를 넘어서는 과도한 기대나 바
램을 표시하는 경우는 별로 없었고, 때문에 학업에 대한 요구와 기대의 표현은 훨씬 더
관대하고 허용적인 형태로 변화해갔다.
가가중학교 학생들의 경우 자녀의 학업에 대한 부모의 관심은 막연하게 잘 하기를 바
라고 성적이 나쁠 때는 ‘노력해라’라고 말하는 형태부터, 상대적으로 부모가 개입해서 자
녀의 학업에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는 형태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대체로 상대
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없는 경우, 학업과 관련해서 부모가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이 많지
않은 경우, 자녀의 학업에 대한 관심은 포괄적인 경향을 보였다. 반면 어머니가 전업주부
이거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수록, 학업과 관련해서 부모의 자원을 많이 동원하는 것
이 가능할수록, 자녀의 학업에 대한 부모의 관심은 구체적인 실천 및 행위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면 가가중학교 학생들에 대해 주어지는 학업에 대
한 부모의 관심은 상대적으로 포괄적인 지지의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나나중학교의 경우, 부모의 관리가 엄격한 편임에도 불구하고 연구 참여 학생들은 부
모가 양육이나 교육에 있어서 강압적이라는 느낌을 받지 않고 있었다. 오히려 자신이 선
택권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기분과 상황을 설명하면 부모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주는 경
우가 대부분이라고 생각했다. 부모는 해야 한다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들
에 있어서 일방적인 기준을 들이대지는 않았고 자녀와 협의해서 기준을 세우거나 자녀의
상태를 지켜보면서 타협점을 찾아 왔다.
고등학생이 될 준비를 하면서는 장기적인 진학과 진로 경로를 생각해보게 되는데 대부
분의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대학까지는 경제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몇몇의 경우에
는 대학원이나 유학 등 대학 이후의 학업에 대해서도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다. 다만
자녀의 적극적인 태도를 독려하기 위해 자녀에게는 스스로 자립해야 한다고 강조하곤 했다.
초등학교 시절, 연구참여 학부모의 아이들에 대한 관심과 관여는 가정의 울타리를 넘
어서서 학교로까지 큰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분위기는 중학교 2학년까지는 대체로 이어
지는 편이었다. 학교운영에 있어서 공식적으로 주어지는 학부모 권리와 의무에 대부분
참여하는 편이었고 때로는 학교 운영상 문제가 생기거나 의사결정 결과에 의문이 들 때
는 그 이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하지만 학부모의 학교 참여 경향은 학년이 올라
갈수록 점점 옅어졌다. 3학년이 되자 나나중학교 학부모들은 자녀의 생활전반이나 학교
생활에 대한 관심과 개입은 줄이고 학업이나 고등학교 준비를 위한 선행학습에 초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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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는 경향이 강해졌다. 하지만 학교에서 자녀가 조금이라도 불리해지는 상황이 포착되면
민감해지면서 적극적으로 문제에 개입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점은 줄곧 유지되었다.
다다중학교 학생들은 3학년이 되면서 어머니들이 더욱 바빠졌다. 어머니들은 직접 발
로 뛰면서 고입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각 고등학교에서 진행하는 학교 설명회, 학원
들에서 진행하는 학원 설명회, 학부모 모임 등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를 수집했고,
어머니들은 저마다 고입에 관해 전문가가 되어갔다. 다다중학교는 전반적으로 특목고 등
에 지원해보려는 학교 내의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도 영재고, 외
고 등에 지원하는 사례들이 다수 나타났다. 학생과 학부모는 합격하면 좋지만 설사 떨어
지더라도 특목고 등에 지원하는 과정에서 ‘미리 경험하는 대입’을 체험할 수 있다면서
그 지원 자체를 좋은 경험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처럼 다다중학교 학생들에게 가정은 ‘충분한 지원’과 ‘꼼꼼한 관리’가 동시에 존재하는
곳이었다. 학생들은 가정으로부터 충분한 경제적 지원, 어머니의 일상적 지원과 심리적
지원을 받지만, 그러한 지원과 비례하는 일상적 통제와 성적 압박을 받고 있기도 했다.
라라중학교의 경우 자녀가 학년이 높아지면서 자녀가 몇 반이 되었는지 담임교사는 누
구이며, 학교 교사들은 어떤지에 대해 묻거나 학교에서의 학습태도는 어떠한지 등에 대
한 대화도 점차 줄어들지만 흔히 말하는 ‘중2’ 자녀에 대해 성적이나 생활습관, 친구문제
등과 같은 부분에 대해 막연한 걱정은 늘어만 간다. 그러나 많은 라라중학교 학부모들은
흔히 말하는 중2병에 대해 오히려 ‘중1이 더 힘들었다. 중2에 올라오니 오히려 좀더 수월
해지는 것 같다’와 같이 세간의 이야기와는 다르게 중학교 2학년 자녀를 ‘스스로를 챙길
줄 아는 독립적인 아이들’로 인식하였다. 아무래도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있는 가정은 진
학에 대한 고민과 자녀와의 대화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 2학년까지 자녀의 학교생활이나
학업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았던 부모들도 3학년이 되면서 진학과 관련해서 우선 성적을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해주지만 자신의 의견을 무조건 주장하기 보다는 자녀
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방향으로 대화하였다. 이는 자녀의 진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정작 관련 정보가 부족하고 정보원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
문으로 보인다. 한편 이렇게 답답한 것은 부모만이 아니다. 자녀들도 가족 내에서 진로와
관련된 역할모델을 찾기 어려워하면서 학교에 있는 교사나 진로상담교사에게 막연한 기
대가 높아지게 되지만 정작 학교에서 적절한 진로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 현실에
대해 아쉬움이 많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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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역사회 생활과 기타 경험
1) 확연히 다른 각 지역사회의 특징

지역사회라 함은 ‘한 지역의 일정한 범위 안에서 지연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생
활 공동체’라고 정의한다(네이버 어학사전, 2019. 09. 26인출). 이미 인터넷을 통해 세계
와 소통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지역사회는 더 이상 그들이 거주하는 지역 이상의 의미
를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그들이 실제 거주하고 생활하는 지리적 의미의
지역사회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네 개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사회의 특징은 확연히 그
차이가 드러난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지역과 연계된 지지집단(공부방, 교회 등)의 중요성: 가가중학교
가가중학교 인근 지역은 대체로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주택이 밀집해 있으며, 서민층과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지역이다. 학군 수요에 따라 새로운 인구가 유입되는 지역이 아니
므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부동산 가격 및 주거비 등으로 인해 외부에서 이주해오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어린 시절부터 주변 지역에서 성장한 학생들이 많다. 특히 부모세
대 혹은 조부모세대부터 인근에서 거주한 경우가 매우 많다. 따라서 학생들의 경우 오래
도록 같은 동네에서 맺어지는 친구관계가 많은 편이다. 가가중학교 인근 지역으로 새롭
게 유입되는 경우는 사업 실패나 경제적 문제로 인해 이사하거나 부모의 직장 문제로
아예 다른 광역시에서 이주하는 사례 등이 있으며, 이 경우 친지나 교회 등의 연고를 기
반으로 이주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반면 소득이나 자산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경우, 상대적으로 자녀의 학업에 대해
관심이 많거나 부모의 학력이 높은 경우, 혹은 학생의 성적이 좋은 경우 자녀의 교육문제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의 이주를 고려하거나 적어도 상상해보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구
체적으로 계획을 실행하거나 고민하거나 하지는 않아도, 가가중학교와 인근 지역이 소위
말하는 학군 지역이 아닐 뿐더러 자녀에게 긍정적인 교육적 영향을 미치는 환경이 아니
라는 아쉬움을 토로하는 경우도 있었다. 자녀 교육에 열의가 높거나 확고한 의지를 가진
부모일수록 이 지역을 떠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국 남아있는 경우, 즉 이 지역에서
중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학업에 적극적인 개입이나 압력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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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지 않는 부모들이 대다수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특성으로 인해 학부모들은 가가
중학교 및 인근 지역이 지나친 교육열도 없고 “무난”하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성적이나 상급학교 진학과 관련해서 보자면 어차피 공부는 학생 자
신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실제
로 학군을 따라 이사하기에는 경제적 여유가 없다는 점도 작용했던 것으로 보였다. 반면
상위권 학생 및 부모의 경우 불안감이나 아쉬움을 느끼기도 했다.
가가중학교의 경우 부모가 맞벌이를 하거나 한부모 가족인 학생들의 비율이 다른 지역
에 비해 높은 편이다. 때문에 자녀에 대한 돌봄 수행에 있어 불가피하게 제약이 따른다.
어머니가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조부모를 포함한 친족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앞
서 언급한 것처럼 가가중학교 학생들은 조부모 세대부터 인근 지역에 거주하여 부모 세
대에서도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부모와 가까운 거리에 살거나 혹
은 함께 거주하면서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또한 부모가 맞벌이를 하는 가족의 경우, 또는 한부모 가족에서 엄마가 외벌이를 하는
경우, 영유아기에는 어린이집에 다니고 초등학교 입학하면서는 공부방을 다니는 경우도
많다. 돌봄 목적이라기보다는 유아기 교육을 위해 어린이집에 보내거나 학습 목적으로
공부방에 다닌 경우도 물론 있다. 전반적으로 어린이집에 다닌 학생들이 많고, 인근 지역
에 공부방들이 다수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공부방을 다닌 학생들도 많다. 공부방은 학습
의 기능보다는 돌봄의 기능이 보다 주요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공부방 교사들과 장기간
에 걸쳐 유사가족적인 형태의 관계를 맺는 경우도 많다. 또한 저소득층의 경우 공부방이
복지관을 비롯한 복지시설 등 지역의 다양한 기관들과의 연결 기능을 하는 사례도 많다.
지역과 연계된 지지집단으로 공부방, 지역 복지기관, 교회 등의 역할이 상당한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가가중학교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양상이었다. 공부방은 특히
돌봄 기능과 관련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공부방 교사들은 아이들을 자식처럼
“살뜰히” 대해주고, 밥을 챙겨 먹이고, 시험이 끝나면 간식을 마련해주고, 공원에 데리고

가서 놀게 해주고, 심지어 초등학교에 학교 배정을 부탁하기도 할 만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경우도 있었다. 공부방은 특히 복지관을 비롯해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지역의
다양한 기관들을 연결하는 통로가 되기도 했다. 여러 가지 사연을 많이 겪고 경제적인
문제로도 어려움에 직면해있던 중, 공부방을 통해 복지관과 연결되면서 “인생에 터닝 포
인트”를 맞이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어머니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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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의 경우, 특히 가족사에서 심각한 문제를 겪은 경우 지역과 연계된 지지집단
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게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무난한 가족의 경
우, 가가중학교 인근 지역의 학업분위기는 문제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었다. 중등교육 단
계부터 지역은 자녀들의 학업성취에 있어 소득이나 경제수준으로 환원되지 않는 중요한
영향을 발휘하는 것으로 인식되었고, 이때 지역이란 소위 말하는 학군, 즉 전반적인 부모
들의 교육열, 학생들의 학업욕구 등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불안은 주로
중학교 1학년 즉 중등교육 시작 단계에서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고,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지역의 “무난한” 분위기에 만족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가가중학교의 특징적인 점 중 하나는 연구에 참여한 가가중학교 학생 가족 중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었다. 가가중학교 인근 지역의 특성을 얘기하면서
“교회 중심으로 서민이 살기” 좋은 지역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었다. 교회를 통해 어려

운 조건에서 “위로”를 받는 경우도 많았을 뿐 아니라, 교회에서 만난 사람들이 아이들의
과외나 사교육을 무료로 혹은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선뜻 맡아주는 경우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주선하는 악기레슨을 통해 악기를 배우기도 하고, 교회를 통해 학생 연
수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했다.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환경이지만 교회를 통해 지원
을 받아 해외 연수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조건일수록 교회
를 통해 얻게 되는 다양한 지원과 지지가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나) 관리되는 학생들이 거주하는 안전지대: 나나중학교
나나중학교 학생들의 성장과정에서 지역은 ‘안전지대’였다. 소위 부모로부터 “관리되
는 아이들”이 모인 학교이면서 학교 자체도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곳이기에 학생들의
동선상에서 어떤 위험도 예견되지 않는 것이 특징이었다. 초등학교까지 아이들은 주로
학교, 집, 그리고 학원의 반경 안에서 생활했고, 학원이 조금이라도 걷기에 먼 곳이면 학
부모가 직접 태워다 주었기에 그 부분은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특히 아이들이 만나는
친구들이 모두 각자 집에서 보호와 관심을 받으면서 일거수일투족 부모의 시야 안에서
생활하기에 어떤 친구와 어울리더라도 어떤 일탈이나 위험한 행동에 같이 휘말릴 일도
별로 없다고 여겨졌다. 그래서 이 지역은 비록 자녀 교육의 측면에서 가장 선호되는 곳은
아니지만 자녀를 키우기에 나쁘지는 않은 곳으로 인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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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자라는 과정에서 학교 친구가 곧 지역 친구였고, 학교 친구의 부모님이 곧
이웃 어른이 되었다. 아이들을 매개로 같은 학교 학부모라는 관계를 갖게 되면서 부모들
간 연결끈이 생겼다. 아이들에게 지역은 매우 중요했다. 만일 이사를 가게 된다면 친구들
과 헤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는 곧 자기 삶의 중요한 토대와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다) 글로벌 거주 경험 이후 선택한 사교육 1번지: 다다중학교
다다중학교는 대도시 고소득층이 밀집한 강남 지역에 위치해 있다. 이 지역은 유명한
학원들이 밀집해 있고 고입 및 대입 성과가 뛰어나다는 것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학령기
에 자녀 공부를 위해 전입을 해오는 사례가 많았다. 실제로 다다중학교에서 연구에 참여
하고 있는 13명의 학생들 중 6명은 초등학교 3~6학년 사이에 이 지역으로 전입 온 학생
들이었다. 주택 구입 또는 임차 비용, 거주 비용이 많이 소비되는 이 지역에서 성장한다
는 것은 그 정도 경제력을 갖춘 균질한 이웃들과 어울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소득층의
전문직 종사자인 학부모들은 자녀 교육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의 균질함을 쫓아서 이 지
역으로 모여들었다. 우리나라 중학교는 제도적으로 평준화를 유지하고 있으나, 다다중학
교 인근은 높은 거주비용 자체가 진입장벽이 되어 고소득층 학생들만이 다다중학교에 다
닐 수 있도록 강제하고 있었다.
라) 마을교육공동체: 라라중학교
라라중학교가 있는 지역사회는 관계에 기초한 지역공동체의 협동 체계라고 할 수 있
다. 라라중학교 학생들은 자신이 기억할 수 있는 어린 시절부터 줄곧 라라지역에서 생활
해 왔다. 라라중학생들은 가까운 인근 마을에서 태어나 이곳으로 이주해온 경우나 부모
의 직장 이동 때문에 먼 지역에서 이주해 온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이곳에서 나서 중학
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줄곧 자라왔다.
라라중학교를 중심으로 살펴본 라라지역은 학교 건너편에 넓은 평야와 논이 펼쳐져 있
고, 지역 전체가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주변에 고층 빌딩을 볼수 없고, 흔한 프랜차이즈
카페나 베이커리 등이 전혀 없는 한적하고 작은 시골 동네의 모습을 하고 있다. 때로는
대도시처럼 다양한 볼거리나 놀이거리가 없는 것이 아쉬울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
은 어린 시절을 이 마을에서 보낸 것에 대해 자신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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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편안함과 아늑함은 때로 너무 익숙해서 단조로운 느낌이 들 때도 있다.
라라중학교 근방에는 학생들의 하굣길에 너도 나도 몰려드는 편의점 하나, 피씨방 하나,
그리고 라라중학교 학생들이 중학교에 입학하기 전 초등학교 시절부터 줄곧 다니는 보습
학원 하나가 아이들의 지역사회 생활에 중심이 된다.
2) 중학생의 지역사회 생활… 학원 수강

중학생들에게 있어 지역사회 생활은 거의 대부분 학원 수강생활이다. 다만 지역별로
사교육의 의미, 사교육 기관의 역할, 학부모의 사교육기관에 거는 기대, 사교육기관 선택
양상, 사교육기관 종류 등에 큰 차이가 있었다. 집단별 학원 수강을 포함한 사교육 실태
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돌봄기능을 포함한 다양한 성격의 사교육: 가가중학교
가가중학교 학생들의 경우 사교육을 전혀 받지 않고 방과 후에 집에서 필요한 공부를
하는 학생도 있었지만, 대다수는 학원을 다니거나 공부방을 이용하는 등 사교육을 받고
있었다. 가가중학교의 경우 특징적인 것은 사교육의 내용 면에서 이질성과 편차가 크다
는 점이다. 주로 내신을 관리하는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이 많은 편이지만, 방과 후 대부
분의 시간을 입시학원에서 보내는 학생도 있었고 예체능 사교육을 받는 학생들도 있었다.
대다수의 학생들이 초등학교 시절부터 다양한 종류의 교과·비교과 학원에 다니고 있었
으며, 대부분의 경우 영유아기나 초등학교 시절에 여러 종류의 학원에 다녔고, 학원은
영어, 수학, 논술 등 교과 학습이나 피아노, 태권도, 합기도, 검도, 미술 등 비교과 관련
학원 등 종류가 다양했다. 그러나 학원을 완전히 학습 등의 목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데, 맞벌이 또는 한부모 가족의 경우 부모의 역할을 대신하는 돌봄 기능이나 멘토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역시 많이 있었기 때문이다.
중학교 1학년 시기에는 미술이나 악기, 수영 등 사교육의 범주에 포함되기는 하지만
입시나 내신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며 취미활동의 차원에서 예체능 학원을 다니는 경우
가 적지 않게 있었다. 예술이나 체육 관련 입문 단계의 사교육 기관들이 비교적 모든 지
역에 걸쳐 고르게 분포하고 있으며 그 비용도 그렇게 높지 않다. 가가중학교의 경우 중학
교 진학 이후에도 학업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교육을 받는 비중이 적지 않다는 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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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사교육은 아니지만 지역의 교회나 복지기관을 통해
악기 레슨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와 같은 취미활동의 예체능 학원 비중은 줄어드는 경
향을 보였다. 공부방을 다니는 학생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부모의 맞벌이로 인
해 돌봄과 보육서비스의 필요로 이용했던 공부방에서 계속해서 과외수업을 받고 학습관
리를 받기도 했다. 가가중학교에서만 나타나는 또 다른 특징적인 양상은 학교에서 운영
하는 방과 후 자율학습교실이다. 가가중학교는 자율학습을 할 수 있는 공간과 함께 저녁
식사를 제공하고 있어서 부모님의 맞벌이나 병환으로 인해 돌봄의 공백이 있는 가정의
학생, 또는 자율학습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었다.
나) 인생 성공을 위한 필수 요소: 나나중학교
학원은 학교보다 먼저 아이들의 배움터였다. 아이들은 4세~6세 경부터 주로 신체 발
달, 창의성, 영어, 영재, 미술, 레고 등을 학원에서 배웠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는 조
금 더 전문적인 영역의 사교육이 시작되었고 종류도 더 다양해졌다. 예체능과 관련해서
다닌 학원으로는 피아노, 바이올린, 미술, 합기도, 태권도, 검도, 수영 학원 등이 있었다.
기본교과와 관련해서는 영어, 수학, 과학, 역사논술, 한국사 자격증, 국어 등의 학원을
다녔다. 기타 레고나 로봇을 배웠다는 경우도 있었다. 각각의 학원에 대한 구체적인 정
보, 학원을 보는 눈, 자녀의 필요나 특성과 각 학원의 특성과의 조화에 대한 가늠 등에
있어서 어머니들의 수준은 매우 전문적이었다. 각 학원에서 다루는 내용에 대해서도 매
우 구체적인 수준까지 섭렵하고 있었다.
중학교에 입학한 이후 학생들의 지역사회 생활은 대개가 학원수강이 차지했다. 이들은
학원에 다니는 것을 당연할 뿐 아니라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라고 여겼
다. 특히 여러 과목들 중에서도 가장 우선 수강하는 과목은 영어였으며 수학도 대다수가
다니고 있었다. 중학생이 되면서 초등학교 때까지 다양한 취미와 특기 차원에서 해왔던
예체능 및 과학 분야 학원 수강은 점점 줄이면서 어려운 교과 학원으로 대체하여 학업성
취에 집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강을 조정해왔다.
학생들은 학원에서의 소수 맞춤형 교육방식에 적응되어 있었다. 학원에 앉아 있으면
개개인의 필요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학교도 배움의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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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것은 맞지만 학원은 모르는 부분까지 다시 질문해서 “자세히 배울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되기도 했다. 하지만 다시 학교에 오면 전체의 흐름에 따라가야 하는 집단 속의 구성
원으로 자기 위치를 바꿔야 했다. 학생들 중에는 학원에서의 유연한 내용구성 및 최신
내용과 방법 도입을 놓고 “선진교육”이라고 표현한 경우도 있었다.
2학년이 되면서 사교육에 있어서 본격적으로 선택과 집중이 일어났다. 이유를 두 가지

정도로 살펴보면 첫째, 부족한 시간에 최대한의 효과를 내기 위한 전략이었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공부할 양이 많아지는데 대학 입시는 점점 다가온다고 느꼈다. 한정된 시간
이기에 입시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과목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면서
주요교과 외 활동들은 줄여나갔다. 둘째, 이과 쪽으로 진로를 계획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아서 수학에 몰입하는 현상이 심화되었다. 상당수의 학부모들이 앞으로 사회에서 이과
쪽이 전망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고등학교에서 이과 수학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중학교 수
학을 잘 해둘 뿐 아니라 미리 선행학습까지 해두어야 한다고 믿고 있었다. 그러다보니
수학 학원 시간을 최대한으로 늘릴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다른 교과 학원
시간은 줄이게 되었다.
2학년이 되어서 나타난 또 하나의 특징은 내신에 대한 학원 의존도가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수학과목에 한해서는 선행학습을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아직은 고등학교 진도를
나가는 경우는 소수이고 대부분은 한 두 학기 앞선 내용을 예습하거나 해당 학기 내용을
다루고 있었다. 중간･기말고사 한 달 전부터 학원 스케줄이 본격적인 해당 시험 범위를
다루는 것으로 바뀌면서 학생들의 모드도 시험기간 모드로 바뀌었다.
중학교 3학년이 되자 학생들이 학원에 매이는 정도는 더 심해졌다. 학원에 머무르는
시간도 매우 길었을 뿐 아니라 많은 양의 학원 숙제에 치이고 있었다. 특목고나 전국형
자사고에 진학하지 않는 학생들은 중3 내신에 대해서 “쓸 데가 없다”고 했지만 그래도
나나중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공부나 시험에 비중을 두고 있기에 시험 때는 시험공부에
열중하는 분위기였다.
그런데 3학년 때 학생들이 학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고등학교 내신을 준비하
는 것이었다. 그래서 치열한 선행학습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학원생활은 학원에 있
는 시간 외에도 일상을 지배했다. 학교에 등교하자마자도, 쉬는 시간에도, 때로는 수업
시간이나 외부 강사의 특강 시간에도, 그리고 학원 셔틀버스를 기다리는 중에도 학원에
서 내 준 숙제를 하는 학생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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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과목은 수학이었다. 특히 방학 때는 매일매일 고
등학교 수학을 선행학습 하는 것에 전념하는 학생들도 다수 있었다. 학생들은 너무나 많
은 양을 어려워서 이해도 되지 않은 채 진도를 나가면서 자신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회의적이었지만 “눈에만이라도 익히면서”, “몇 바퀴 돌면” 나중에는 능숙해질 것이라는
학원 선생님의 말에 따라 진도를 나갔다.
이상 대체적인 경향성을 살펴보았는데 학업 및 시간 활용과 관련해서 학생들마다 차이
도 발견되었다. 세 가지 양상이 눈에 띄게 드러났는데 첫째는 놀라울 정도로 학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터득하고 습관화된 ‘주도적 열공파’이고, 둘째는 불안한 마음에 학원에 오
래 머무르지만 실제로 열심히 몰입하지는 않는 ‘불안극복 학원파’이며, 셋째는 공부에 별
관심이 없고 스스로 공부하는 데 몰두하는 경험도 거의 해보지 않은 ‘학업 소외파’였다.
다) 쇼핑하듯이 선택한 제2의 학교: 다다중학교
다다중학교 학생들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교육열이 뜨거운 지역에서 성장하고 있었는
데, 그러한 교육열은 주로 사교육으로 표현화 되고 있었다. 연구 참여 학생들은 모두 영
어유치원을 다녔고, 초등학교 시절부터 방과 후에 학교 시간표 못지않게 빼곡한 학원 시
간표를 일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이 학생들에게 학원은 자연스러운 일상이었고, 제2
의 학교라고 할 수 있었다. 특징적인 부분은 종합 학원을 다니는 학생은 없으며, 세분화
된 필요에 맞는 단과 학원을 조합하여 ‘모듈형 사교육’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영어 학원이더라도 해외 거주 경험에서 이어지는 영어회화 감각을 이어가기 위한
회화 학원, 외고 입시를 대비한 원서 읽기 중심의 학원, 중학교 이후를 대비한 수능 영어
학원, 중학교 내신 성적을 위한 내신 문법 학원 등으로 학원이 세분화 되어 있었고, 학생
들은 자신의 구체적인 필요에 따라 학원을 선택하여 수강하고 있었다.
중학생이 된 후 학생들이 다니는 학원을 크게 분류하면, 중학교 내신용, 선행학습용,
경시대회용으로 구분된다. 중학교 1학년 내신 성적은 고입에 포함되지 않지만 학교 내신
성적에 소홀할 수는 없으므로 중학교 내신 학원은 기본적으로 다니고 있었다. 이러한 학
원의 수업 반은 ‘다다중학교 수학반’처럼 특정 학교에 특화되어 개설되고 있었다. 또한
선행학습용 학원도 많이 이용하고 있었다. 초등학교 시절에 다녔던 학원에서도 선행학습
은 이루어졌지만, 고등학교 과정 및 대학교까지를 겨냥한 본격적인 선행이 진행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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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는 중학생이 된 이후의 선행학원과 차이가 있다. 선행 진도를 많이 나가고 있다는
것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자랑거리로 여겨지기도 하면서 선행 경쟁은 점점 과열되기도 했
다. 단, 선행학습용 학원이더라도 내신 기간이 되면 내신 성적을 위한 수업을 운영하는
사례가 많았다.
2학년이 되고 내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선행학습용 학원이 감소하고, 내신용 학원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자유학기가 운영되고 상대적으로 내신 성적에 예민하지 않은
중1 동안은 학원 시간표에 선행학습 학원을 많이 배치했다면, 내신 성적이 고입에 반영
되기 시작하는 중2부터는 당장 와 닿지 않는 선행학습은 우선순위가 될 수 없었다. 내신
용 학원들은 다다중학교의 지난 시험문제들을 꼼꼼하게 축적하고 있었고, 시험범위에 해
당되는 부분을 반복해서 가르쳐주고 모의시험을 반복하는 특징이 있었다.
3학년이 되면서 학생들은 학원가에서 ‘예비 고등학생’으로 지칭되었다. 3학년은 기존

중등부 학원뿐만 아니라 실제 고등학생들이 다니는 고등부 학원에 다닐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었다. 2학년까지는 선행학습의 일환으로 ‘중등부 학원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 배
우기’였다면, 이제는 ‘고등부 학원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 배우기’로 바뀐 것이다. 고등
부 학원은 실제 고등학생들이 다니는 학원이었으며, 소수 정예가 아닌 대규모 강의인 경
우가 많았다. 학생들은 중등부 학원의 경우 학원 선생님들이 소수 학생을 대상으로 꼼꼼
하게 끝까지 가르쳐주는 방식이었다면, 고등부 학원은 과목별 스타 강사들이 대규모 강
의를 쏟아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당 학원비는 고등부 학원이 비싸다는 점을 차이점
으로 꼽아주었다. 대규모 강의임에도 스타 강사들은 강의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학생들
은 대규모 강의임에도 몰입도가 높다면서 놀라움을 표시하기도 하였다. 중3 시기에 특목
고 등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영재고 전문 학원, 면접 전문 학원 등을 다니기도 했다. 한편,
유학을 떠난 두 명의 학생들은 실제로 외국에 학원이 드물고, 학원에 다니는 분위기도
아니었으며, 학원을 다니지 않아도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학원을 다니지 않는
모습을 나타냈다.
라) 유일한 사교육기관인 보습학원과 마을공부방: 라라중학교
라라중학교 1학년 학생들은 학교 일과가 끝나면 크게 세 가지 하굣길의 루트가 형성된
다. 우선 학교 앞 유일한 보습학원으로 가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들 대부분은 학원 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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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때부터 수강하고 있는 학생들로서 아침부터 라라중학교에서 같은 반 친구들을
저녁 늦게까지 학원에서도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로 가족보다 더 오랜 시간을 함께 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학원에서 생활은 1학년 자유학기가 시작되는 2학기가 되면서 이탈자들
이 속출하게 되고 2학년부터는 학원에 대해 회의를 품는 학생들이 많아지면서 오히려
학교의 방과후 교육인 ‘마을공부방’으로 전환하는 학생들이 많이 생기게 된다. 그러나 마
을공부방에서도 적응하기 어려운 학생들이나 3학년이 되면서 학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
진 학생들중에는 다시 이 보습학원으로 복귀하는 학생들도 생겨나기도 하고 혼자 □□지
역 시내로 이동이 가능해진 3학년 때는 □□지역 시내 학원으로 학원을 옮기는 학생들도
생기게 된다.
한편, 라라중학교 1학년 학생들의 두 번째 하굣길 루트는 마을공부방으로 가는 학생들
의 길이다. 라라중학교에서 운영하는 마을공부방제도는 정규 교육과정 이후 방과 후 활
동이 끝나는 시간부터 시작하여 영어듣기, 보충수업, 자습 같은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저녁식사와 학교택시를 제공하여 8시 이후 귀가시키는 과정이다. 전액 무료로 제공되며
지원자 중에서 소수만을 선발하여 운영한다. 1학기 초, 학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마
을공부방에 들어가지 못해서 아쉬움을 표현하는 학생이나 학부모가 있고, 교사들은 마을
공부방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학생 수에 비해 서비스 인원은 소수라 들어가기 쉽지 않다
고 말하기도 하며, 교장선생님은 이를 이용하는 학생들을 소수정예의 모범생으로 인식하
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2학년이 되면서 (3학년들의 공석이 많이 발생하면서) 마을공부방에 들어갈 수
있는 여석이 많이 생기고 인근 한 개밖에 없는 보습학원에 대한 회의와 불신으로 마을공
부방으로 옮기는 학생들은 자신이 자기주도학습을 시작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2학기
가 되면서 마을공부방에 제공되던 학교택시 등과 같은 혜택이 줄어들면서 다수의 학생들
이 마을공부방에서 다시 학원이나 개인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학교교육과정 이외의 학업을 수행한다.
한편, 라라중학교 1학년 학생들의 세 번째 하굣길 루트는 ‘나 홀로 집으로’가는 길이
다. 하교 후 집으로 귀가하여 놀거나 혼자 공부하는 학생들로서 스스로 대다수의 친구들
과 어울리지 못해 ‘왕따’가 될까봐 걱정하기도 하는 학생들이다. 몇몇은 가정형편 때문
에 학원 수강이 어려운 경우나 학원 수업을 따라가기 힘든 학업성적을 지닌 경우,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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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부 훈련과 같은 개인적 사정에 의해 홀로 이 길을 걸어간다. 카누부였던 학생이 운
동을 그만두면서 2학년 때 마을공부방에서 공부를 한 사례를 제외하면 이들의 경우 2학
년이나 3학년이 되어도 특별히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계기가 주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3) 학생들의 일상: 스마트폰으로 만나는 온라인세상

청소년 세대에서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지만, 스마트폰은 중학생들의 일상을 지
배하고 있었다. 매우 예외적인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틈나는 대로 스
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었고, 앞선 세대들이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전화기를 사용하는 것
과 유사하게, 이용시간을 측정하는 것이 애매할 정도로 일상적으로 늘 곁에 두면서 시간
날 때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온라인 세상’과의 관계가 본격적으로 깊어지고 있었다.
와이파이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으로 온라인게임과 SNS(Social Network
Services/Sites) 등을 사용할 수 있고 실제 학교에서 만나는 친구들과의 관계를 본격적으

로 온라인 세상에서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된다. 스마트폰으로 하는 것은 유튜브 보기,
드라마 보기, 트위터 하기, 웹툰 보기, 애니메이션 보기, 소설 읽기, SNS 하기, 패션 스타
일 공유하기, 음악 듣기 등 다양했다.
여학생들의 경우 1학년 초에 스마트폰용 게임을 즐기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다지 스마
트폰 게임에 빠져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카톡이나 페이스북을 활용한 의사소
통을 하는데 더 시간을 보낸다. 특히 페이스북은 요즘 중학생들의 ‘반톡’이 가장 많이 이
루어지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반친구들과 하교 후 귀가해서도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때로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놀았는지, 어디에 있는지 친구들에게 알리고 자랑하
는 수단이 되기도 하며 이웃 학교로 전학한 친구들도, 멀리 서울에 살고 있는 친구들도
모두 함께 모여 이야기를 24시간 나눌 수 있는 장소가 된다. 페이스북이나 스마트폰 게
임을 거의 하지 않는 학생들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유투브 동영상을 시청하는 데 남학
생들 대부분은 먹방, 특이한 실험방송, 인기 BJ 방송 등을 다양하게 상당시간 시청하기도
하고 여학생들의 경우 뷰티 유튜버의 영상을 보거나 아이돌 영상을 시청하면서, 유튜브
는 중학생들의 생활에서 중요한 매체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남학생들의 경우 중간중간 시간때우기 게임을 위해 스마트폰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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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PC방이나 집에서 밤늦게까지 컴퓨터 온라인 게임에 빠져 시간을 보내기 시작하고 실
제로 방학 중에 컴퓨터게임(서든어택, 오버워치, 크레이지아케이드 등)을 너무 많이 해서
변화된 생활패턴으로 인해 가족내에 분쟁의 소지가 되기도 하였다.
반면에 학년이 올라가면서 스마트폰 사용이나 온라인 게임의 빈도는 개인차가 있는데
특히 남학생들의 경우는 방학을 중심으로 온라인 게임의 빈도가 늘어가면서 방학만 되면
생활 스케줄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기도 하고, 여학생들의 경우 스마트폰의 사용이 점차
줄어들거나 1학년 때와 비슷한 양상으로 유지되는 특징이 있다. 중학교 학생들에게 있어
스마트폰의 사용은 이제 단순한 커뮤니케이션의 매체를 넘어서 중요한(혹은 거의 유일
한) 여가활동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었다.
나나중학교 학생들의 경우 1학년 때까지만 해도 학생들이 자신의 취미, 혹은 여가 시
간에 하는 일이라고 설명한 활동 목록은 참으로 다채로웠다. 예를 들어 곤충･조류도감
보기, 글쓰기, 기타 연주, 레고 만드는 것, 영어 애니메이션 보기, 반찬 하나씩 만들기,
정리하기, 큐브 맞추기 등 상당히 독특한 취미도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학년이 높아질
수록 점점 학원 외 시간은 주로 스마트폰과 함께 하는 시간으로 바뀌었다. 학교와 학원
스케줄, 그리고 숙제에 매달리는 시간에 쫓겨서 나는 틈새 시간에 하기 용이한 것은 스마
트폰을 보는 것이었다. 일부 가정에서는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서 부모들이 관여하면서
학생과 적정 시간에 대해서 조율하기도 하였고 스스로 조정하는 학생도 있었다. 하지만
평일에도 매우 긴 시간동안 스마트폰을 보는 학생도 있었고 방학이나 주말 같은 경우에
거의 밤새도록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웹툰, 쇼핑, 게임 등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렇게
오랜 시간 스마트폰을 하는 것에 대하여 가가중학교 학생들도 부모님과 갈등을 빚는 경
우가 없지는 않지만, 가가중학교 학생들의 경우 부모님이 이에 대해 강력하게 제지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반면에 다다중학교 학생들은 어머니들의 관리에 의해 스마트폰 밀착도가 낮았다. 2학
년 시기를 기준으로,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13명의 학생들 중 2명은 핸드폰이 없었고,
2명은 인터넷이 되지 않는 2G폰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나머지 학생들도 데이터를 제한

받고, 밤 10시 이후에는 핸드폰을 부모에게 반납하는 등 핸드폰 사용이 제한되고 있었다.
학생들은 핸드폰 사용을 통제받는 데 불만을 갖기도 했지만, 공부를 위한 것이라는 명분
과 주변 친구들 역시 비슷한 상황이라는 점에 어느 정도 납득하면서 이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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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나나중학교 학생들의 꾸밈노동

나나중학교 여학생들은 타인의 시선 때문에, 혹시나 들을 수 있는 외모에 대한 평가
때문에 다이어트와 외모 꾸미기에 신경을 쓰면서 매일 시간을 썼다. 이를 일종의 외부적
압박으로 느꼈기에 이들은 이에 대해 “꾸밈노동”이라고 설명했다. 반면에 다른 중학교
여학생들은 이같은 화장을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중학생의 관계, 정체성, 진로20)

가. 관계
1) 부모와의 관계

연구에 참여했던 네 집단의 학생들은 1절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가정 형편이나 부모의
직업과 상관없이 모두 가정을 가장 편안한 곳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연구의 특성 상 학생
과 부모 모두에게 연구 참여 동의를 받아 수행한 연구이니만큼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비교적 원만할 것임에는 예측할 수 있지만, 각 집단 모두 부모와의 관계는 가장 가깝고
편안한 관계였다. 물론 학년이 올라가면서 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어 그 밀착
도는 떨어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부모가 억압적이고 불편한 관계가 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모두 부모에게 감사하는 맘을 가지고 있었다.
가) 끝까지 도와주는 존재: 가가중학교
가가중학교 학생들은 대체로 가정을 ‘편안한 곳’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부모와의 관계
도 비교적 친밀하게 형성하고 있는 편이었다. 물론 개인차는 있지만 연구에 참여한 가가
중학교 학생들 대개가 가족과 가정을 정서적으로 안정감의 관계나 공간으로 기술했다.
사춘기를 겪는 시차나 각각의 가족이 가진 고유한 문제들로 인해 개개의 차가 존재하므
20) 네 학교 중학생들의 연차별 핵심 주제였던 ‘관계’는 2차년도 보고서(김경애 외, 2017: 112-146,
190-209, 237-253, 274-338)를, ‘정체성’은 3차년도 보고서(김경애 외, 2018: 131-144, 190-205,
264-285, 304-355)를, ‘진로’는 본 보고서의 제1부 Ⅳ장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인용, 해석하여 제시했음
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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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부모가 자녀의 일상에 구체적으로 개입하는 경우는 별로 없
었다. 자녀의 삶에 세세하고 구체적인 개입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는 없었으며,
비교적 허용적인 태도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기대는 추상적
이고 포괄적인 형태를 띠고 있었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개개의 사례에 따라 편차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대체로 원만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 대해 낮은 개입의 정도를 유지하
고 있기 때문에, 자녀의 자율성이 높아질 수 있는 여지가 많았다. 따라서 자립적이고 자
기주도적으로 보이는 학생들이 존재했다. 반면 부모의 낮은 개입과 자녀의 소극적 태도
및 성향이 결합하는 경우 자녀의 자율성이나 적극성이 나타날 여지는 적어진다.
가가중학교 학생들의 경우 가족으로부터 주어지는 성적에 대한 압박이 덜하다는 점이
전반적인 관계의 특징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모들은 자녀에 대해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지만 그 내용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가령 진로라든지 구체
적인 성적수준에 대한 강력한 기대를 가지거나 표현하는 경우가 드물었다. 부모와 자녀
의 관계도 진로나 성적을 위해 조언하고 도움을 받는 형태는 거의 없었고, 부모를 일상적
인 경험과 감정을 편하게 대화하는 상대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다.
가가중학교 학생들은 부모에 대해 특별한 존경심을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이 의
지할 수 있는 존재로 부모를 묘사하는 경우가 많았다. 전반적으로 가가중학교 학생들에
게 가족은 기댈 수 있고, 의지할 수 있고, 자신을 ‘끝까지 도와주는 존재’로 인식되고
있었다.
나) 대화가 바탕이 된 티칭과 코칭의 결합: 나나중학교
어린 시절 나나중학교 학생들에게 부모님은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존재였다. 이들은
부모님 같은 분의 자녀로 태어나서 자신이 운이 좋다고 여겼다. 부모님 자체로 존경할
만하고, 화목한 가정과 부족함 없는 경제적 수준을 이룬 부분은 훌륭하며, 자신을 전적으
로 이해하고 원하는 방식으로 도와주시는 것도 감사할 따름이었다.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부모와 여행을 다니고 구기운동을 같이 하는 등 즐거운 시간을 함께 한 기억을 가지고
있었으며 가족과 함께 가는 여행,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을 기대하며 즐겼다. 어린 시절
부터 형성된 부모와의 관계는 중학생이 되어서도 이어지는 분위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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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는 자신의 가치와 교육관을 자녀와 나누면서도 아이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조율해
왔다. 그것이 가능했던 핵심은 “대화”에 있었다. 남녀학생을 불문하고 거의 모든 학생들
이 어머니와 매우 친밀한 관계 속에서 거의 무엇이든지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 그 내용은 하루하루 일상을 대부분 포괄했다. 친구, 수업, 학원, 고민, 상벌, 용돈
등에 이르기까지 아이들의 생활을 이루는 요소들이 모두 아이들이 원할 때마다 대화의
주제가 되었다. 이렇게 ‘자유롭게 털어놓은 많은 양의 이야기’에 나나중학교 학생들의 부
모-자녀 간의 특징이 있는 것이다.
덕분에 아이들이 “나의 엄마”에 대해서 말하는 내용 속에는 어머니에 대한 무한한 신
뢰와 감사와 친근함이 표현되어 있었다. 이들이 생각하는 어머니는 나를 무조건적으로
존중하고 믿어주며, 내 말에 언제든지 귀를 기울여주고, 나의 필요를 어떻게든 충족시켜
주며, 강요나 군림 없이 필요한 도움을 주는 존재였다.
나나중학교 연구참여 학생들에게 부모는 말로만 중요한 가치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몸
소 실천하면서 보여주는 존경할 만한 대상이었다. 학부모들은 평소 아이들에게 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 윤리,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덕목들에 대해서 강조했다. 대화를
통해서 부모는 상시적으로 아이들의 생각을 자극하고 도전을 주며 미래의 삶에 대한 방
향성을 제시해 왔고 아이들은 매우 구체적인 조언부터 삶에 대한 가치관까지 자연스럽게
배웠다. 교육적인 측면에서 이들 부모의 역할은 “대화가 바탕이 된 티칭과 코칭의 결합”
이었다고 볼 수 있다.
어머니들은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학업습관과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해왔던 다양한 역
할을 제시했다. 과목별로 직접 가르치기, 문제집 꾸준히 풀게 감독하기, 스스로 답안지
보고 풀이과정을 이해한 후 다시 풀게 하기, 어릴 때부터 영어 원어민 발음에 노출시키
기, 어릴 때부터 어린이 영어프로그램을 즐기게 하기, 교육방송 틀어놓기, 채점해주다가
스스로 채점해서 오답 정정하게 하기, 아이 수준에 맞는 학원 고르기, 학원에서 눈치 안
보고 선생님에게 질문하게 하기, 시험 때 옆에서 기다려주면서 자녀가 외웠는지 확인해
주기, 다양한 직업에 대한 프로그램을 같이 보면서 진로에 대해 생각해보게 하기 등이
그 예였다.
이러한 역할 중 어머니의 자녀의 학업생활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조금 더 구체
적으로 살펴보면 학원 등록과 수강에 대한 ‘시간관리 매니저’,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부분
에 대한 격려를 하는 ‘마음관리 매니저’, 학원 이동을 위해 차로 데려다 주는 ‘로드 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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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역할이 포함되어 있었다.
학생들은 어머니가 얼마나 자신의 학업생활의 세밀한 부분까지 관리하고 지도해 주는
지 구체적으로 묘사하곤 했다. 어머니는 평소에는 교과 내용을 직접 가르쳐주는 선생님
이다가 시험 때는 바로 옆에 앉아서 공부하는 내내 함께 하면서 중요한 부분을 확인시켜
주고 제대로 이해하고 암기했는지 점검해주는 입주 과외선생님이 되었다. 더욱 전문적이
고 지속적인 배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에게 가장 적합한 학원이나 강사를
찾아서 붙여주기도 하고 여러 학원 간, 그리고 학원과 다른 활동 간 시간을 조정해주는
매니저 역할도 했다.
어머니들은 아이가 힘들어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그것을 헤쳐 나갈 수 있는 방
법에 대해서 구체적인 팁을 주어 왔다. 그리고 그러한 행동의 실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격려하여 북돋워왔다. 이러한 측면은 어머니가 아이의 공부 과정에 대해서 ‘마
음 관리’를 해왔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엄마가 어떤 존재인지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
“운전기사”라고 대답한 경우도 있었다. 어머니들은 자녀에게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

되면 이동거리를 불문했다. 이를 위해서는 ‘기동력’이 중요한 미덕이 되었다.
중학교에 와서도 이러한 역할은 이어졌다. 다만 중학교에 알맞은 형태로 보완되었다.
어머니들은 초등학교와는 다른 중학교 공부 방식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접근하면서 매우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집을 선택하고 어떤 방식과 순서로 풀어야 하는지를 알려주기도 했
다. 바빠진 시간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깊숙이 들어가면서 특히 스마트폰
사용이나 취침 시간 등에 대해서 관여하기도 했다. 진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언해 주
면서 나이에 맞게 난이도가 높은 탐색 기회를 찾아서 아이와 연결해주기도 했다. 중학교
에 와서 아이들이 점점 선호와 취향이 분명해지고 자기주장이 강해지면서 어느 정도까지
어떤 방식으로 개입해야 하는지, 어느 선을 넘어서는 안 되고 어떤 때 자녀들의 요구를
반영해줘야 하는지 어머니들이 수위를 조절해갔다.
나나중학교 연구참여 학생들이 아버지와 맺는 관계는 상당히 질적으로 높아 보였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바빠서 시간이 많지 않은 경우에라도 주말에 잠시 짬을 내서 자녀와
함께 보낸 시간에 대해 학생들은 매우 강한 인상을 받고 기억하고 있었다. 아버지를 떠올
리면 이처럼 즐거운 추억들이 먼저 등장했다. 학생들은 아버지와 운동, 게임, 영화감상
등 같이 했던 일들을 흥겹게 이야기했다. 대부분의 아버지들이 학생들의 학교생활이나
일상생활에 대해서 세세하게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학생들은 아버지와 주로 함께 했던 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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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운 놀이 시간을 통해서 아버지의 관심과 애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버지들이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방법은 자녀의 성장에 따라 달라졌다. 아이들
이 어렸을 때에는 몸으로 하는 놀이를 같이 하고, 아이들이 스포츠를 즐기는 나이가 되면
같이 야구나 축구를 하다가 아이들의 관심이 컴퓨터 게임으로 넘어가면 같이 게임을 즐
기는 방식으로 달라졌다. 하지만 중학생이 된 이후, 몇몇 여학생들의 경우에는 아버지와
예전처럼 편안하게 대화하기 어렵다거나 다소 멀리 느껴진다고 했다.
부모의 기대치는 학업뿐 아니라 일상생활의 도덕적 수준, 그리고 습관 등 전방위적으
로 상당히 높은 편이었다. 그런데 특히 학업적 측면에 있어서 학생들은 스스로에게 부모
보다도 더 높은 기준을 들이대기도 했다. 자신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모에게 기대 이상
으로 부응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부모가 해주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인지하기에 상
대적으로 그에 비해서 자신의 역할을 미약하게 생각했다고 볼 수 있다. 학생들은 부모가
자신에게 해주는 것에 대해서 보답하는 길을 “공부를 열심히 해서 높은 성적을 내는 것”
이라고 생각했다. 더 나아가 부모가 자신에게 해주는 것들을 일종의 투자로 보고 그 투자
의 크기에 비해서 자신의 성과, 즉 성적이 낮다는 점에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기도 했다.
나나중학교의 부모들은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겠다는 방향성과 의지가 확고한 편이어
서 자녀의 일상에 개입하는 데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일방향적이기보다는 자
녀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서로 조율해가는 방식을 택했다. 학생들은 자신이 정
말로 필요하거나 원한다고 이야기하면 부모가 들어준다고 믿기에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
를 억누를 필요가 없었다. 이들에게 부모님, 특히 엄마는 무엇이든 대화할 수 있는 친밀
한 존재이면서 존경스러운 분이고 자신의 필요에 여러 가지를 투자해 주시는 분이기에
무시할 수 없는 상대였다. 부모의 권유와 조언이 자신의 욕구가 되는 경우도 있고 부모님
의 생각과 조금 다른 부분을 부모님에게 설득하는 경우도 있지만 학생들은 자신의 일상
을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꾸려가고 있다고 믿고 있었다.
2학년이 되어서도 부모와의 관계는 대체로 그동안 쌓아온 바탕 위에서 유지되는 편이

었다. 하지만 학생들이 자기주장도 세지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아지면서 엄마와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했다. 소수지만 자신의 일상에서 가장 괴로운 것이 엄마의 잔
소리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생겼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대체적으로 엄마
가 하는 말에는 신경을 썼다. 비록 당장 들을 때 흘려듣는 표정으로 대꾸를 안 하기도
하지만 돌아서서 다시 곱씹어보기도 했다. 기본적으로 엄마와 애정과 신뢰의 끈으로 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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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있고 엄마의 자신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믿기에 엄마가 자신과
다른 생각을 하고 말한 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는 것이다.
또한 2학년이 되자 학생들이 아버지의 역할에 대해서 조금 더 의식하고 설명하게 되었다.
대체적으로 아버지에 대해서 존경하고 인정하는 분위기였다. 아버지와 매우 가깝게 느끼
는 경우부터 다소 소원하게 생각하는 경우까지 친밀도에 있어서는 학생들마다 차이가 있
었지만 아버지의 사회에서의 역할, 가정 내 가장으로서의 역할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여
러 방면에서 박식하고 할 줄 아는 것이 많다는 점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을 표했다. 한
편 아버지가 자녀의 일상에 대해 세심하고 구체적으로 관여하는 사례들도 생겨났다. 어
머니가 해왔던 역할 일부를 대체하는 것이었다. 몇몇 남학생들의 사례에서는 아버지가
‘게임 시간 지키기’ 등 일상에서 지켜야 할 수칙을 정해주고 지키게 하거나 하루하루 학

업계획을 수립하고 지키도록 관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평소에는 학교생활에 거의 관여
를 하지 않던 아버지일지라도 자녀가 학교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가장 먼저 학교에
달려가서 직접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다) 내 목표는 내 부모님: 다다중학교
다다중학교 학생들에게 부모는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존재였다. 중학생
의 성장에 부모가 중요하고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은 평범하고 당연한 말로 여겨질
수 있지만, 다다중학교 학생들의 성장과정에서 가정의 영향 요인이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의 그것을 압도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이러한 말을 당연하게 해석할 수만은 없을 것 같다.
연구에 참여한 13명의 학생은 모두 양친의 부모님과 비교적 행복한 생활을 하였으며,
학생들은 일련의 성장과정에서 가정 외의 도움을 받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어린 시
절 조부모와 함께 살았던 학생도 1명뿐이었고, 그 외 친척과 함께 사는 가정도 없었다.
철저하게 핵가족을 이루고 부모 및 형제자매를 중심으로 관계를 맺으며 성장해왔다. 부
모라는 안정적인 울타리에서 보호받고 적절한 지원을 받으면서 안정적으로 성장해왔으
며, 스스로가 부유하고 행복한 편이라는 점은 인지하고 있었다.
부모, 특히 아버지는 가정 밖의 넓은 사회에서도 성공한 존재였다. 학생들은 ‘내 목표
는 내 부모님’ 현상에서 엿볼 수 있듯이 성장과정에서 부모의 사회, 경제적 성취를 확인
하면서 미래에 내 부모처럼 되고 싶다는 마음을 품고 있었다. 한편, 다다중학교의 학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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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관계는 아버지와의 관계, 어머니와의 관계로 명확히 구분된다. 다다중학교 학부모
들은 대부분의 경우 아버지는 의료계 또는 학계의 직업을 갖고 있으며, 어머니는 전업주
부로 자녀 교육을 지원해오고 있었다. 일상 속에서 학생과 어머니와의 관계는 매우 친밀
했다.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관여는 매우 구체적이고 일상적이었는데, 이러한 관여의 주
된 내용은 주로 공부에 관한 것들이었기 때문에 지나칠 경우 갈등 요소가 되기도 했다.
학생과 아버지와의 관계 역시 좋은 편이었다. 학생들은 어린 시절의 아버지와의 추억들
도 많았는데, 아버지들은 자녀의 교육에 대해 구체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았고 초등학교
시절까지는 산출된 교과 성적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녀에게 직접적인 공부 압박
을 주지 않았다. 이에 학생과 아버지는 공부에 관한 갈등은 부각되지 않았다. 아버지와의
관계는 어머니보다 긴밀하지는 않지만, 오히려 심리적, 실제적으로 일정 거리가 유지되
기 때문에 편안한 관계라고 할 수도 있었고, 어머니와는 긴밀하지만 지나치게 가까운 심
리적, 실제적 거리감에 마냥 편안하지만은 않은 관계라고 여겨졌다.
중학생이 되어서도 부모는 정서적으로, 실질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존재였다. 학생들
이 중학생으로 성장하면서도 어머니의 역할은 줄어들지 않았으며 오히려 강화되고 있었
다. 중학생이 되고 학교 교칙이 강화되면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벌점을 받거나 반성문을
쓰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중학교 진학 후에 ‘내 편에서 선생님과 싸워주는 엄
마’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러한 현상은 어머니가 자녀의 일상을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지
원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에 더해 학교생활 하나하나까지 체크하고 관여함을 의미
한다. 자녀의 교육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게 되는 ‘엄마는 학습코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서 초등학교 시절까지 직업을 갖고 있던 어머니 3명 중 2명이 추가적으로 직업을 그만두
고 자녀 교육 지원에 집중하였다. 학생의 관점에서 어머니는 늘 나의 일상 속에 함께 머
무는 존재였고,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나의 삶을 챙겨주는 존재였다. 어머니는 연예인
의 매니저처럼 학생의 스케줄을 관리하고 챙기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학생들은 자유학기제에 장래 희망직업을 발표하였는데, 아버지의 직업과 유사한 의사
등을 장래 직업으로 희망하는 경우가 많았다. 학생들에게 아버지는 뒤따르고 싶은 존재
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보인다. 중학교 1학년 단계에서는 내신 성적이 고입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성적에 대한 가족 간 갈등이 심각하게 표면화되지 않는다. 아버지와 어머니
는 자녀 교육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으며, 그러한 자녀 교육에 대한 투자는 주로 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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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사교육을 통한 지원 양상으로 나타난다. 다만 이러한 지원은 점차 공부에 대한 압박감
으로 다가오기도 했다. 학생들은 부모의 지원이 기꺼우면서도, 투자에 비례하는 기대가
부담스럽게 생각되기도 한다.
부모와의 관계는 2학년이 되면서 변곡점을 맞는다. 2학년이 되어 내신 성적이 본격적
으로 산출되면서, 성적에 관한 갈등이 분출되기 시작한다. 특히 자녀 교육에서 한걸음
물러나있던 아버지들은 막연하게 ‘내 아이가 공부를 잘 하겠지’라고 생각하다가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이 나오면 갑자기 높은 관심을 보이게 된다. 학생들은 이러한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관심이 불편하게 느껴진다. 학생뿐만 아니라 어머니도 성적표에 매우 예민했
다. ‘자녀 성적표가 엄마 성적표’ 현상과 같이, 자녀의 교육 지원자 역할을 하고 있던 어
머니들은 자녀의 성적이 그동안 어머니 노력의 결과를 투영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
어머니들은 자녀의 수행평가를 도와주고, 시험 기간 밤늦게까지 자녀와 공부를 함께 하
기도 하는 등 자녀의 성적 향상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었다. 학생들은 이러한 학교 시험
과 내신 성적의 운영 방식에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2학년 시기는 우리 사회에
서 흔히 알려진 ‘중2병’이 발현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학생들은 부모의 말에 순종적으로
따르기보다는 본인의 주장을 강하게 피력하기 시작하였는데, 이처럼 본인의 주장을 표현
하는 방식이 다소 거칠기 때문에 부모와의 갈등이 심화되기도 하였다.
3학년 때는 부모와의 갈등보다는 파트너십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다다중학교 학생

들은 3학년이 되면서 고교진학을 맞닥뜨리게 되었다. 대부분의 다다중학교 학생들은 한
번쯤 특목고 등을 희망하면서 관련 학원을 다니거나 실제 지원하여 전형 과정을 치렀다.
이 과정에서 어머니들은 발로 뛰면서 정보를 모으고 분석하여 자녀의 입시 도우미가 되
었다. 학생들은 실질적으로 어머니의 도움을 받게 되었고, 또한 직접 특목고 등의 고입
과정을 경험하거나 주변 친구가 지원하고 합격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가 공부를 강
조했던 행동들이 나를 위한 것이었음을 깨닫게 되기도 하였다. 연구 참여 학생들 중 2학
년부터 성적이 만족스럽지 않았던 학생들은 해외로 유학을 떠나기도 했는데, 중학교 3학
년 시기의 해외 유학은 부모의 상당한 지지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일이므로 부모와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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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평범하지만 쉼터 같은 양육자: 라라중학교
라라중학교 학생들에게 부모님은 ‘평범하지만 쉼터 같은 양육자’의 역할을 해주는 분
이다. 초등학교 시절 내내 라라중학생들에게 있어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돌봐주는 ‘양
육자’거나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가 힘을 얻을 수 있는 ‘쉼터’로 자리하였다. 어린 시절
가정의 불화로 인한 심리적 외상을 지닌 학생들의 경우 가정이 결코 안정되고 따듯한
쉼터의 느낌은 아니었을 수 있지만 이때도 부모는 언제나 돌보아 주는 쉼터와 같이, 어렵
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분들로 기억한다.
이러한 가족에 대한 느낌과 생각은 중학교에서도 계속 이어지는데 라라중학교 학생들
은 자신의 가정과 부모님에 대해 ‘평범하지만 화목한 가정, 그리고 친절한 엄마와 거리감
있는 아빠’로 묘사하였다. 라라중학교 학생들에게 어머니는 대부분은 착하고 친절하며
친구 같고 자신을 도와주고 길러주는 분이라는 긍정적 평가가 이어지는 반면에 아버지는
학생마다 조금 다르게 느껴진다. 아무래도 라라중학교 부모 중 어머니들이 대부분 가사
와 양육을 담당하면서 어머니와는 충분한 대화의 기회와 접촉이 자주 이루어지는 데 반
해 아버지와는 다소 거리감을 느끼고, 특히 여학생들의 경우 중학교에 올라오면서 아버
지의 친밀한 애정 표현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아버지들도 중학생 딸에게 눈치 보면서
조심스러워지는 관계가 형성되면서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부모들은 중학교 1학년이 되면서 신체적으로 부쩍 성장한 자녀들이 사춘기를 경험하
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매우 복잡해진다. 다소 신경질적이거나 아침마다 몸치장을 하
고 이성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자녀를 보면서 하루에도 골백번 마음을 가다듬는
다고 하였다. 그러나 부모들은 이런 자녀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드리고자 애쓴다. 중
학생이 된 후 가정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밖에서 생활하는 시간에 비해 절대적으로 줄어
들고 가족들과의 접촉시간도 줄어들면서 대화를 나눌 시간도 적어진다. 주말에 친구들과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고 시내 구경을 나가기도 하는, 보다 독립적인 자녀의 모습을 성장
의 증거로 생각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부모들은 중학생이 된 자녀에 대해 초등학생 시절
과 달리 ‘생활돌봄’을 점차 줄여나가게 되고 자녀가 스스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켜보게 된다.
한편 학생들 역시 중학교에 올라오면서 어렸을 때에 비해 부모님과 덜 가깝게 지내고
친밀함이 덜해진다고 느낀다. 부모님과 대화를 많이 하지 않는데 종종 방청소나 공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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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잔소리를 하시는 부모님들에 대해 양가적인 감정이 들기도 한다. 자신을 낳아 돌봐
주시고 가르치시며, 함께 놀아주시고, 희생하시는 모습에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지만 본
받고 싶거나 존경하고 싶은 롤모델로 생각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아마도 이는 라라중학교 부모 대부분이 사춘기 자녀에 대한 걱정이나 정서적 돌봄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에 비해 학업적인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거나 진로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주는 등의 적극적인 학습 지원군(supporter)이나 진로 조력자(helper)로서
의 역할을 충분히 해주지 못한다는 생각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몇몇 남학생들의 경
우 이러한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어머니가 있지만 이러한 관심과 양육이 실
질적으로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학업적 압력 정도로만 생각하고 부모의 조언이나 지도
에 큰 의미를 두지는 않는 경우도 있다.
사실상 라라중학교 학부모들은 자녀의 학습이나 진로에 있어 ‘적극적 지원’보다는 ‘약
간 떨어져서 보내는 소극적지지’가 더 좋다고 생각한다. 공부를 잘 하면 좋겠지만 군
소재지 고등학교를 갈 정도는 되면 좋겠고, 공부를 아주 잘해도 과연 더 큰 도시에 내보
낼 수 있을지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더불어 충분한 지원을 해줄 수 없는 형편에 대해
미안한 마음이 드는 부모도 있다. 라라중학교 학부모들이 갖고 있는 자녀에 대한 교육관
은 ‘남들한테 욕먹지 않고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갖추는 것이며, 자녀에게 높은
학력수준을 기대하거나 압박을 주지 않고 ‘남에게 피해 안 끼치고, 욕 안 먹고, 나중에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는 정도의 삶을 준비하도록 도와주는 것’을 부모의 역할로 생각한다.
2) 친구와의 관계

중학생들에게 친구는 가장 중요한 관계맺음 대상이었고, 학교는 친구가 있어 좋은 곳
이다. 친구는 무엇인가를 함께 하는 존재이며, 친구관계를 통해 인간관계에 대한 깨달음
을 얻게 된다.

가) 학교: 친구가 있어서 좋은 곳
초등학교 시절부터 학생에게 친구 관계는 학교생활 및 지역생활의 일부로서 매우 중요
했다.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가 즐거웠던 곳으로 기억되었다. 친구들과 놀 수
있어서 학교에 가는 게 좋았다. 초등학교 시절, 상처를 입었던 기억이 있다면 단연코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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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았거나 친구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때였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거주지 인근의 학교로 배정받기에 이사를 가지 않는 한 초등학교
때 친구 중 상당수는 같은 중학교로 가게 된다. 그만큼 교우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지만 한편으로 관계에서 상처가 있었던 경우 이를 떨쳐
내지 못하고 그 앙금을 계속 간직해야 하기도 한다. 물론 중학교에서는 여러 초등학교
출신들이 섞이기 때문에 이전의 힘든 관계가 조금이나마 희석되는 측면도 있기에 초등학
교 때 친구들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학생들은 다행으로 느꼈다. 하지만 여러 명의
연구 참여 학생들이 초등학교 때 경험했던 왕따나 친구와의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중학
교에 와서도 겪어내야 했다. 이를 기억하고 있는 친구들, 그리고 그 때 맺은 악연이 같은
반이 되었을 때다.
라라중학교 학생들은 소규모 지역사회의 특징으로 인해 어린 시절부터 동일한 보육시
설이나 문화 시설과 활동을 공유하게 되고, 이러한 만남은 초등학교 시절에 소규모 학급
에서 오랜 시간 함께 성장하는 과정을 통해 좀 더 친숙하고 끈끈한 인간관계로 발전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친구관계는 친구 부모들과의 관계로 이어지고 이러한 관계는 곧 지역
사회 주민과의 관계로 확장되면서 인간적 유대감을 기초로 학생들은 가정에서 학교로,
그리고 지역사회로 확장된 ‘확대 가족적 성장환경’을 보유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익숙하고 확대된 유대감이 라라중학교 학생들의 성장에 항상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익숙한 친구들 간의 새로운 탐색보다는 이미 서열화된 학교
성적과 학급내 역할 기대, 과거의 받았던 심리적 상처나 사생활이 너무 공개된다는 점에
서 라라중학교 학생들은 내가 나고 자라온 작은 시골 마을에 대해 만족감과 더불어 불편
함을 호소하기도 한다. 이미 초등학교 시절부터 학업내 성적이 우수한 학생과 그렇지 않
은 학생과의 서열화 문제는 새로운 중학교에 와서도 학업에 대한 동기나 ‘나도 열심히
하면 해낼 수 있다’는 효능감을 저해하였다. 중1 때(2017년) 실시한 학습영역(MLST-II)
검사 결과가 전반적으로 모집단 대비 평균정도의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나 성격특성에서
학업에 대한 ‘효능감’ 평균이 50.34점이었고 동기특성 중 학습에 대한 내재적 동기를 측
정하는 ‘학습동기’ 평균이 49.50점으로 다른 3개 학교와 비교해 볼 때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이는 반면, 자신의 부족함을 보여주지 않으려는 ‘회피동기’는 50.41점으로 4개 학교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라라중학교 학생들의 이러한 특성을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특성은 중학교 1학년부터 시작되어 학년이 거듭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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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더욱 굳건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교사들은 라라중학교 2학년생에게 ‘해도 안 되는데’
라는 식의 패배적 생각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까워했다.
반면에 오랜 기간의 친구 관계는 오히려 서로 배려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하
기도 하였다. 라라중학교의 경우 학생들은 인근 4개 초등학교 졸업생으로 구성되어 있지
만 대다수의 학생이 바로 옆에 위치한 라라초등학교 졸업생들로 이들은 동일한 어린이
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심지어 학원까지 함께 자라온 명실공히 ‘죽마고우’들이다.
즉, 이들은 이미 서로에 대해 너무 잘 알고 편하게 느끼고 있으며 일단 초등학교부터 친
했던 혹은 사이가 나빴던 경험이 중학교까지 고스란히 이어진다. 예를 들어 여학생들의
경우 초등학교 고학년 때 여학생들 간에 따돌림 사건이 있었는데 그 당시 부모들과 초등
학교 교사의 도움으로 잘 해결된 이후로 라라중학교 여학생들 간에는 서로 조심하고 사
이가 나빠지지 않기 위한 노력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었다. 남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이전
의 교우관계가 지속되다 보니 새로운 집단 속에서 자신의 지위 획득과 자리매김을 위한
치열한 투쟁이 거의 없이 두루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이다.
나) 친구: 무엇인가를 함께 하는 존재
중학교에 와서 이들에게 친구는 ‘무엇인가를 함께 하는 존재’로서 더욱 적극적인 의미
를 갖게 되었다. 학생들에게 학교는 ‘친구’라는 단어와 결합되었을 때 비로소 의미가 생
겼다. 친구들이 없는 곳은 학교가 아니고 만일 친구가 없다면 학교는 다닐 맛이 나지 않
는다고 생각했다. 학생들에게 ‘학교는 노는 곳, 쉬는 곳, 스트레스 푸는 곳’으로 여겨지고
있었는데, 학교는 공부를 하는 목적보다도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는 유일한 공간으로서
가치가 부각되었다. 학교는 학원보다 덜 힘든 곳이었고, 친구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중요한 공간이었다.
학생들은 친구들과 많은 것을 함께 했다. 대화, 쇼핑, 식사, 농구, 게임, 영화 감상, 음
악 감상 등 여가의 대부분은 친구와 함께 할 때 더 재미있는 것들이었다. 그런데 친구들
과는 특별히 무엇인가를 같이 하지 않아도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재미있다고 여겼
다. 서로 쳐다만 봐도 ‘까르르’ 웃겨서 떼굴떼굴 구르기도 했다.
그래서 친하게 지내는 친구의 유무는 학교생활 전체의 명암을 좌우했고 친구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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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지낼지는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되었다. 학생들은 학교의 학급 안에서 친구 관계를
적절히 형성하지 못하면 학교생활 전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교사와의 관계
보다 친구와의 관계를 더 중요시 여기는 경향이 있었다. 아이들이 두려운 것은 혹시 외톨
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점이었다. 특히 자유학기제가 편성되는 1학년 시기에는 모둠 학
습이 활발하게 시행되기 때문에 학급의 친구들 간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학부모들 역시
같은 학년의 학부모, 특히 같은 학급의 학부모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유지하였다. 그
런데 또래들이 즐기는 문화에 관심이 없거나 친구들과 쉽게 어울리는 성격이 아닌 경우
에 관계 맺기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점점 관계 맺기를
배워갔다. 때로는 자신의 성향이나 관심사와는 전혀 다른 그룹의 친구들과 함께 있게 될
때라도 이들과 멀어지면 외톨이가 될지도 모르기에 고민을 하면서 친구들에게 맞춰보려
고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다.
학급에서 친한 친구의 범주는 그룹으로 묶여 있었다. 스스로 하나의 그룹에 속한다고
생각할 때면 같이 등교하고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같이 체험학습에 가는 등 행동을
같이 했다. 특히 여학생의 경우에는 그 그룹이 상당히 견고하고 지속적으로 유지되었다.
1학년 1학기 초에는 어떤 친구들과 그룹이 되어 함께 다니느냐가 결정되기에 학생들은

예민하게 서로를 살폈다. 그러다가 여러 기회에 그룹이 만들어지면 그 그룹에 맞추어서
자신의 행동을 조정해야 했다. 만일 그 그룹의 누군가와 사이가 벌어지면 둘 중 한 명은
그룹에서 나와야 하는데 이는 곧 외톨이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학교생활에 미치는
파장이 컸다. 자신이 속한 그룹이 가지는 이미지가 반 친구들 안에서 자신이 갖는 존재감
에도 큰 영향을 주기에 그룹은 단지 친한 친구들의 모임 이상의 의미를 가졌다. 그룹 안
의 갈등에 교사가 개입하려고 해도 매 순간 매우 예민하게 작동하는 역동을 모두 파악하
기 힘들어 섣불리 관여하다가 오히려 갈등을 더 키우게 되는 경우도 생겼다.
그런데 남학생의 경우에는 이러한 그룹의 결속력이 약한 편이었다. 남학생들은 언제든
지 운동을 하면서 혹은 게임을 하면서 새롭게 친구를 사귈 기회를 가졌다. 반면 남학생들
중에서는 주변에서 소위 ‘일진’이라고 부르는 몇몇 학생들을 의식하면서 이들과 엮이게
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현상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실제로 학교폭력위원회에
여러 차례 회부되는 학생이 있기도 하고 이 학생과 엮여서 자신도 학교폭력위원회까지
가게 되었다고 믿는 학생도 있었다.
학생들은 스스로 친구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했다. 실제로 자유학기 활동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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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을 선택하는 과정에서도 상당수의 학생들이 친구와 함께 하기 위해서 그 프로그램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친구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친구관계에 따라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달라졌기에 학생들이 새 학년을 앞두고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누구와 같은 반
이 될는지 하는 것이었다. 그 걱정 안에는 친해질 수 있는 누군가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
과 더불어 휘말리기 싫은 종류의 행동을 하는 학생들과 엮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도
포함되어 있었다.
다) 인간관계에 대한 깨달음의 시작: 2학년
1학년을 보내고 2학년이 되면서 교사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보다 또래 집단의 친구

관계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었다. 2학년 생활을 하면서 학생들은 본격적으로 친구관
계를 통해서 사람 간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깨달음을 얻었다. 한꺼번에 많은 수의 또래와
일상생활을 같이 하려다 보니 학생들은 다양한 종류의 희로애락을 맛보았다. 그러면서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 어색한 관계를 만들지 않기 위해,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잘
화해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터득해갔다. 구체적으로 학생들은 친구들과
함께 지내면서 “적정거리를 유지하면서 서로 상처 입히지 않고 잘 지내는 방법”을 터득
했고, “약점을 드러내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으며, “아무나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
았고, “같이 다니는 친구가 누구이고 얼마나 많은지에 따라 내 존재감이 달라진다”는 것
도 체감했다.
중2 시기부터 친구 관계의 두드러진 특징은 남학생 따로, 여학생 따로 친구 관계를 맺
는다는 것이다. 또한 서로 다른 성별에 대하여 인정하고 이해하는 폭이 넓어졌다. 1학년
은 초등학교의 연장선에서 남녀가 함께 어울리는 경우가 많았지만, 점차 성장하면서 남
학생과 여학생이 따로 뭉치면서 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이러한 현상은 2학년부터 심화되
어 나타나고 있었다. 라라중학교의 경우 중학교에 올라와서도 초등학교 고학년에서나 있
을 법한 남녀 학생들 간의 다툼이 중학교 1학년 학생들 간의 친구관계에서 큰 문제가
되었다. 상당수의 여학생들은 남학생들을 어리고 유치하며 미성숙하다고 생각하고 남학
생들에게 여학생들은 잘난 척에 잔소리만 많은 시끄러운 친구들이라 여학생에게 ‘지는’
것은 남학생들에게는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 생각하여 학년 초부터 학년 말까지 담임교사
가 개입해서 말려야 할 정도로 자주 언쟁이 계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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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학년이 되면서 학생들은 서로 조금씩 다른 성별에 대해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
고 인정해주면서 이러한 남녀 간의 대립은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했고 여학생들은 남학생
들이 조금씩 철이 들기 시작한다고 생각하고 남학생들은 여학생들의 존중과 배려가 늘었
다고 생각하였다.
라) 편해진 친구들과 헤어짐의 시작: 3학년
친구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배운 후 시간이 지나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
욱 더 교우 관계가 편안해졌다. 특히 3학년이 되자 친구 관계에서의 긴장감은 조금 더
누그러졌다. 모두는 서로를 좀 더 어른스러워진 친구들로 받아들이고 남녀 학생들 간에
협력과 친밀한 관계가 조성되어 갔다.
3학년이 되자 일상에서는 친구들과 시간 맞추어 만나서 놀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점점

어려워졌다. 각자 다니는 학원 스케줄을 피해서 시간 약속을 잡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학기 중에는 개학하자마자 중간고사 시험 대비반을 다녔고
중간고사가 끝나면 잠시 쉬었다가 또 이어서 기말고사 시험 대비반을 다녔다. 그래서 학
기가 끝날 때까지 친구들과 놀 수 있는 날을 찾기 어려웠다며 매우 안타까워했다.
특히 다다중학교의 경우 3학년이 되면서 친구들과의 헤어짐이 피부로 느껴지기 시작
했다. 3학년 1학기에는 해외로 유학을 가거나 특목고 등에 합격해서 학교생활에서 멀어
지는 학생들이 늘어났다. 이에 학교 교실은 어수선하고 붕 뜨는 듯한 분위기가 형성되기
도 했다. 3학년 2학기에는 고등학교 선택과 진학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다다중학교 학
생들은 인근의 일부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특목고와 자사고, 강남 인
근 일반 고등학교로 분산되기 때문에 친한 친구들과 같은 학교로 진학하는 경우는 찾아
보기 힘들었다. 만나고 흩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학교와 지역사회의 분위기에서 자라왔
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이러한 상황은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다가왔다.
중3 학생들에게 “학원 걱정 없이” 친구들과 놀 수 있었던 수학여행은 최고의 경험으로
기억되었다.
마) 온라인 상호작용으로 지속적 관계 맺기
친구들과의 상호작용은 대면적 상호작용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각종 메신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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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를 이용한 온라인 상호작용 역시 강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대체로 학교 수업이 끝난

후 학원에 가거나 공부방에 가는 학생들이 많이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방과 후 일상을
함께 보내는 경우가 많지는 않다. 그러나 핸드폰을 통해 일어나는 온라인 상호작용은 학
생들 사이의 지속적인 관계 맺기를 구성해내고 있었다.
다다중학교 학생들의 친구 관계의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도 ‘온라인’이었다. 특히 페이
스북과 페메(페이스북메신저)는 친구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시켜주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
당했다. 학생들은 빡빡한 일상 속에서 잠시 틈이 날 때마다 스마트폰을 하며 시간을 보냈
다. 또한 학교와 학원을 마치고, 늦은 시간에 귀가한 후 잠들기까지의 짧은 여가 시간을
스마트폰과 함께 보냈다. 학생들에게 페이스북과 페이스북 메신저는 필수 어플이었고,
친구 관계의 큰 몫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바) 집단 별로 다른 학급친구의 의미
소규모 학교로써 학년 전체 학생의 수가 35명 정도인 라라중학교 학생들의 관계적 특
징 중에 하나는 ‘두 개로 나누어진 학급’이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라라중학교는 한 학년
이 두 개의 학급으로 나뉘어 있지만, 전체 남학생 수가 15명 안팎이므로 쉬는 시간에
남학생들 간의 축구게임을 위해서 1학년 전체 남학생이 모여야 적절히 즐길 수 있었다.
이미 초등학교 시절부터 친하게 어울리던 여학생들은 쉬는 시간에 다른 학급에 있는 단
짝을 찾아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다른 학급 친구들과도 자연스럽게 어울리게 되면서 중학
교에 올라와 처음에는 조금 서먹했던 새로운 친구들과도 금세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된다. 즉, 라라중학교 학생들에게 반은 친구관계를 나누는, 그래서 새 학년에 올라
가서 다른 반이 된다는 것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반면에 다다중학교의 경우 친구 관계란 주로 ‘학교의 학급’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것이
다. 서울의 대규모 학교의 특성상 친한 친구더라도 다른 학교, 다른 반이 되면 만남을
갖기가 쉽지 않다. 학생들은 학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지만 학원은 치열하게 공부하는
곳으로 친구와의 만남은 쉽지 않은 곳이다. 실질적인 학원의 선택권이 어머니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친한 친구들과 같은 학원을 다니는 것도 어려우며,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분
위기도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는 학원을 찾아다니는 방식으로 형성되어 있기
도 했다. 다다중학교 인근 지역사회의 특징이 초등학교 시기에 이 지역으로 전입을 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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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이처럼 초등학교 시기에 학생들이 모여들기 때문에 학생들의 친
구 관계 역시 어린 시절부터 이어온 관계는 드물었고, 소속 학년, 소속 학급에서 만난
인연들을 중심으로 친구 관계가 맺어지고 있었다. 중학생이 된 후로도 학급 중심의 친구
관계는 지속되었다. 특히 자유학기제가 편성되는 1학년 시기에는 모둠 학습이 활발하게
시행되기 때문에 학급의 친구들 간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학부모들 역시 같은 학년의
학부모, 특히 같은 학급의 학부모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유지하였다.
사) 중학생의 새로운 관계: 선후배
중학교에 들어오면서 생긴 큰 변화 중 하나는 선배의 존재다.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가
졌던 걱정이나 우려 중 하나로 선배의 존재를 언급하는 학생들이 적지 않았다.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선배란 그냥 반말로 대화하는 동네 언니 오빠 같은 존재들이었는데, 중학
교 입학과 동시에 깍듯하게 인사하고 존댓말을 써야 하는 존재가 된다고 말했다. 가가중
학교의 경우 실제로 중학교 1학년 당시에는 선배들과 문제적인 상황에 놓이는 경험을
한 학생들이 있었다. 2학년이 되면서 선배들 눈치를 덜 보게 되어 좋다고 말하는 학생들
이 여럿 있었고, 3학년이 되면서는 이제 최고 선배가 된다는 점을 이야기하는 학생들이
있었다. 물론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처럼 선배와의 관계로 문제를 겪는 것은 아니다. 다만
선배들에게 존댓말을 쓰고 깍듯하게 해야 한다는 것은 중학생들에게 전반적으로 형성되
어 있는 암묵적인 규범 같은 것이었다.
이같이 중학생들에게 선후배 관계가 중요한 것은 라라중학교도 마찬가지다. 라라중학
교 학생들에게 중요한 관계는 선후배 관계이다. 중학교 1학년에 입학하기 전부터 ‘무서
운 선배’들에 대한 전설을 듣게 된다. 초등학교 때는 상급생들에 대해 관심조차 주지 않
았는데 중학교에 올라오면서 선배들에게 인사도 잘하고, 찍히면 안 되는 무서운 (노는)
선배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터라 무척 떨리는 마음에 상급생들을 어떻게 대해야 좋
을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중학교 1학년 생활을 시작한다. 특히 전교생이 함께하는 운동
회나 축제, 관악부 등에서 선배를 만날 일이 많고 전교생이 100여명 밖에 안 되는 학생
수로 인해 선배들에게 눈에 띄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영향요인으로 보인다. 이러한
선배들에 대한 부담감이 중학교 1학년 생활 전반에 걸쳐있지만 2학년이 되면서 스스로
‘선배’가 되고나면 상당부분 부담감이 해소되면서 보다 편안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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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사와의 관계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교과마다 다른 선생님이 수업을 하는 것
이었다. 학생들은 대체로 교사의 권위를 인정하고 편안하며 자연스러운 관계를 유지하였
지만 부모나 또래 관계와 비교할 때 가장 낮은 관심을 보였다.
가) 새롭지만 거리감 있는 관계: 1학년
초등학교 시절에는 대부분의 시간을 담임교사가 맡고 있기에 담임교사로 누구를 만나
는가에 따라 아이들의 행복감이 달라지기도 했다. 하지만 학생과 학부모들은 이것을 순
전히 운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였다. 초등학교 6년 동안 다양한 담임 선생님을 만났고
선생님에 따라 동일한 학생을 보는 관점이 극과 극으로 다른 경우도 있었다고 기억했다.
학생들은 자신에 대한 담임교사의 평가에 따라 자신의 학교생활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이
야기를 했다.
중학교에 와서는 담임교사와의 친밀도가 떨어지고 영향력도 상당히 줄어들었다. 오히
려 주당 시수가 많은 과목 선생님을 만나는 시간이 더 길었다. 학생들은 학교 선생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일대일의 관계라기보다는 담임 대 학급 전체의 관점으로 바라보았다.
선생님이 학급의 모든 학생들에게 세세하게 개별적인 관심을 가져주고 모든 질문에 상세
하게 응대할 수 없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친분을 만들기 위해
서 접근하려는 의도를 가진 학생은 없었고 역으로 선생님이 자신에게 개인적인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고 섭섭해 하는 경우도 없었다.
라라중학교 학생들도 담임 선생님이 하루 종일 함께 하는 초등학교와 달리 중학교 담
임교사와 교과담당교사들은 다소 거리감이 있다고 느낀다. 중학교 학교생활에서 당황스
럽거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친절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거나 도움을 청할 ‘초등
학교 담임교사와 같은 교사’가 없는 것이 중학교 담임교사에 대한 거리감을 느끼게 만든
다. 이러한 거리감은 교과전담교사에 따라 관계맺음의 차이를 만든다. 1학년생들이 학교
생활에서 초등학교와의 가장 큰 차이를 과목별로 담당교사가 다르다는 것을 꼽았다. 자
신들은 가만히 있는데 다양한 선생님들이 과목별로 들어와 신기하고 흥미롭기도 하고,
특히 그 중 재미있고 마음에 드는 선생님도 있지만 무서워서 가까이 하지 않는 선생님들
도 있다. 학년이 바뀌면서 기존 교사가 전근을 가고 새로운 교과담당 교사가 부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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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라라중학교 학생들에게 새 학기 가장 큰 이슈가 된다. 특히 2학년에 새로 오신 젊은
국어 교사와 역사 교사는 중학교 2학년 1학기 최대 관심사가 되었다.
나) 갈등의 심화: 2학년
나나중학교의 경우 중학교 2학년 때는 전반적으로 교사와의 관계의 틀은 유지되었지
만 조금씩 적정거리의 사회적 관계가 깨지는 모습도 나타났다. 학생들이 1학년 때보다
학교생활 전반에 대해서 재미없어 하면서 교사와의 관계도 더 멀어졌다. 몇몇 학생들은
학교 선생님의 “잔소리”에 대해서 매우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괴로워하기도 했다. 학교
선생님이 무슨 조언을 하면 그것이 본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선생님의 의무를 다하기 위
해서, 혹은 내 행동으로 인해 담임인 선생님에게 불이익이 오기 때문은 아닌지 의심하는
경우도 있었다. 선생님이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다고 믿을 정도로 둘 사이의 관계
를 친밀하게 인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학생과 학부모는 교사나 학교에 대해서 평소에는 관심을 갖지 않다가 학생에게 혹여라
도 불리할 수 있는 상황이 오면 극도로 예민해져서 교사와 해결하려 하고 학교에 민원을
접수했다. 그런 정도가 심하다고 느끼는 교사들은 점점 더 학생들을 형식적으로 혹은 매
뉴얼대로 대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서로의 불편한 관계는 악순환 고리를 만들어갔다.
라라중학교 학생들도 2학년이 되면서 과목별 담당교사가 달라지는 것도 더 이상 새롭지
않고 기존 1학년에 교과를 담당하던 교사가 그대로 2학년에도 이어지면서 학생들은 수업
에 더 이상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교사들과의 관계도 더욱 부정적으로 평가하기 시작하였
다. 몇몇 학생들은 ‘차별’이나 ‘잔소리’와 같은 부정적인 피드백으로 인해 교사에게 상처받
거나 실제 교사의 권위나 책임에 도전하는 모습의 남학생들도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다) 성숙한 관계: 3학년
다다중학교의 경우 3학년이 되면서 2학년 때보다 교사와의 갈등은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학생들이 ‘예비 고3’이 되어 자신의 진로에 집중하면서 학교생활에서 문제 상황
자체의 발생 빈도가 줄어든 점, ‘중2’의 시기를 거치면서 학생과 교사 모두 서로에게 적
응하였다는 점 등이 배경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3학년 1학기에는 영재고
등 특목고 입시 준비와 지원, 해외로의 유학 등으로 학생들의 생활 모습이 다양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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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년 2학기에는 교육과정 공백기가 발생하여 실제적인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교사 차원에서도 학생들을 관리하기보다 자유를 주고 내버려두고 있었다. 학생들은 학교
와 교사의 줄어든 관심 속에서 학교생활의 여유를 갖게 되었다. 즉, 3학년 시기에 교사와
의 갈등이 줄어드는 모습은 교사와의 관계가 좋아졌다는 해석보다는 교사와의 부딪히는
상황이 줄어들어서 갈등 상황 자체가 감소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관계는 나나중학교도 마찬가지였다. 3학년이 되자 학생들은 교사와의 관계에
서 이전보다 만족스러움을 표했다. 교사들 입장에서는 3학년이 되면서 그래도 2학년 때
보다 학생들이 조금 더 성숙해졌다고 느꼈다. 학생들은 3학년 담임 선생님은 진학 관련
업무도 있어서 주로 젊은 선생님들이 맡았기 때문에 말이 더 잘 통하는 것 같다고 했다.
이처럼 전반적인 서로에 대한 만족도는 높아졌지만 학교폭력이나 민원과 둘러싼 학생,
학부모, 교사의 관계는 여전히 한 치의 물러섬도 없는 치열한 전쟁과도 같았다.
라) 자연스럽고 편한 선생님 vs. 평가하는 선생님
학교에 따라 선생님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은 차이가 있었다.
가가중학교 학생들의 특징 중 하나는 학교의 교사들과 대체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이다. 교사들은 대부분 가가중학교 학생들의 이름을 거의 알고 있었고, 학생들
은 담임교사 외에도 교과목 선생님들과 친근한 관계를 형성했다. 또한 가가중학교의 경
우 교육복지학교로 지정되어있어 지역사회복지전문가 선생님이 배정되어 있으며 위클래
스 상담교사도 배정되어 있는데, 이 선생님들과 가가중학교 학생들의 관계가 특히 친밀
하게 형성되어 있었다. 가가중학교의 교사들과 학생들 사이의 관계는 교사와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특징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학생과 교사 사이의 대화는 학업이나 학사
에 국한되지 않았으며, 교사들은 가가중학교 학생들이 학업성취도가 높거나 수업 분위기
가 좋다거나 하지는 않지만, 아이들이 정이 있고 밝다고 이야기했다. 가가중학교 학생들
은 성적에 대한 압박이 덜하기 때문에 교사와의 관계를 성적을 위한 목적의식적인 것으
로 인식하지 않으며, 때문에 학교에서 교사와 자연스러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가가중
학교 학생들 중 성적이나 평가를 염두에 두면서 교사와 관계를 맺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물론 가가중학교 학생들 전체가 모든 교사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가가중학교에서 학생과 교사의 관계는 교사들이 재직했던 다른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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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특히 확연히 차이가 난다고 이야기될 만큼 친밀하고 긍정적인 양
상을 보여주고 있었다.
라라중학교 학생들은 중학교 1학년부터 2, 3학년을 거듭해 올라가면서 담임교사를 비
롯한 학교 교사들에게 혼란스럽거나 부정적이고 때로는 공적인 관계와 같은 다양한 감정
을 느끼게 되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나 교사들은 그리고 몇몇 학생들은
여전히 ‘다른 중학교에 비해’ 라라중학교 교사들은 학생들 개개인에 대한 관심과 3년 이
상 함께하는 교사들이 학생의 발달사에 대해 소상히 알고 돌보는 부분에 대해 긍정적으
로 평가하였다. 즉, 라라중학교 교사들은 학생들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바탕으로 ‘다른 중
학교 교사들에 비해’ 학생들과 매우 가까운 교사-학생관계를 맺었다. 이런 측면에서 라라
중학교 학생들은 중학교 교사들에 대해 친절한 교사이건 불편한 교사이건 무서운 교사이
건 수업이 졸린 교사이건 간에 모든 교사의 권위를 어느 정도 인정하고 의지하는 특성을
보였다.
반면에 다다중학교 학생들에게 2학년이 되면서 학교는 ‘평가하는 곳’, 학교 선생님은
‘평가하는 분’이라는 인식이 강화되었다. 학교 선생님은 나에게 상점이나 벌점을 주고,

학교생활기록부에 평가 기록을 작성하고, 수행평가와 지필고사 등을 통해 나의 성적을
평가하는 분이었다. 학생들에게 교사들은 쉽게 가까워지기 어려운 대상이었다. 하지만
어려운 대상이라고 조심스럽고 예의 바르게 교사를 대하는 것만은 아니었다. 중2병과 관
련된 현상들에서 나타난 것처럼, 학생들은 교사들의 말을 잘 듣지 않고 친구들의 말에
더 귀를 기울였으며, 교사들의 수업지도와 생활지도에 순응하기보다 반박하고 반발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다.
마) 학교 선생님 vs. 학원 선생님
연구에 참여했던 학생들은 대부분 학원선생님과 매우 친밀한 개인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학원과 학교는 다른 제도이자 공간으로 구별 지어 인식되고
있었다. 학원이 공부를 하고 공부를 시키는 곳이라면, 사교육 기관으로서 이러한 학원의
존재가 학교의 규범적 위상을 침해하거나 잠식하는 경향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특히
학원은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곳이며 학원 선생님 역시 언제든지 교체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과는 차이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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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중학교 학생들 대다수가 여러 가지 형태의 사교육을 받고 있다. 따라서 사교육 공
간에서 만나는 교사와의 관계 역시 아이들의 일상에서 중요한 일부를 이루고 있다. 연구
에 참여한 학생들이 경험하는 사교육의 성격과 내용, 형태와 패턴이 다양한 만큼 학원
선생님과 맺고 있는 관계에도 차이가 있었다. 가령 수년째 같은 학원을 다니는 경우 학원
선생님은 학교 선생님보다 더 편안한 관계로 인식되고 있었는데, 학교 선생님들이 대개
1년 단위로 바뀌는데 비해 학원 선생님은 훨씬 더 오랜 시간을 공유하며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오고 있기 때문이었다. 또한 초등학교 때부터 오랫동안 같은 공부방을 다니고 있
는 경우, 돌봄의 기능을 겸하는 공부방의 특성상 공부방의 교사들과 일종의 유사가족적
인 관계를 맺게 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학원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을 대신할 수는
없다.
라라중학교 학생들에게도 학교 앞 유일한 학원인 학원 원장 및 부원장 선생님이 매우
중요한 관계 대상이다. 라라초등학교 시절부터 함께 한 이 학원에는 원장선생님과 부원
장, 초등담당선생님, 영어담당선생님 등 몇몇의 선생님들이 있는데, 학생들은 이 학원의
원장선생님이 공부도 가르쳐주고 친하게 대해주셔서 중학교 선생님들보다 원장선생님이
좀 더 편하고 가까운 느낌을 갖고 있었다. 또한 학원 원장선생님은 오랜 동안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각 아이들의 특성을 잘 알고 있으면서 고등학교 입시나 관련 교육에 대해
학부모와도 긴밀하게 의논하는 대상이 된다. 그러나 학년이 올라가면서 라라중학교 학생
들은 일부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 대한 차별적 관심에 불만을 갖기도 하고 성적이 오르
지 않는 것에 대한 회의감과 지역 내 유일한 학원으로서 선택의 여지가 없이 그냥 다니는
것에 대해 시간 낭비라 생각하면서 원장선생님과도 불화가 생기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
였다.
다다중학교 학생들도 가족 외에 사교육 선생님과의 긴밀한 네트워크가 두드러지게 나
타났다. 초등학교 이전부터 학원을 다수 수강하고 그 학원들 중에는 수년 동안 다니는
학원들이 많았다. 자연스럽게 학원 선생님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사례가 다
수 있었다. 초등학교 이전의 사교육은 교과 선행학습도 이루어지지만, 예술과 체육 등과
관련된 주제의 사교육도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생 차원에서는 학원 선생님들과 즐겁
고 행복한 추억을 쌓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다다중학교 학생들은 중학생이 되면서 교과 공부 관련 학원을 더 많이 다녔으며, 특히
교과 지식의 학습을 학원에 의존하는 현상이 강화되었다. 학원은 소수의 학생들로 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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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 학원 선생님과의 상호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현상은 학생들로
하여금 개별적인 관심과 지원을 받는다는 느낌을 주었다. 학생들은 학교 선생님과의 관
계보다 학원 선생님과 개별화 된 소통을 하고 관계를 맺고 있었다. 실제로 학생들의 관계
를 간접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학생들의 핸드폰에 저장된 연락처를 물어보았을 때 학교
선생님의 연락처를 가진 학생은 드물었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원 선생님들의 연락처는
다수 저장하고 있었다.
2학년이 되면서 선행학습보다 내신 학원으로의 학원 변동이 일어났고, 3학년 때는 ‘예

비 고등학생’으로서 고등부 학원으로 학원을 옮기는 현상이 부각되었다. 이 시기의 특징
은 학원을 많이 옮긴다는 것이다. ‘학원 백화점’ 현상처럼 다다중학교 인근 학원가에는
종합 학원은 아니지만 다양한 단과 학원들이 모여 있었고, 학생과 학부모는 마치 종합
학원처럼 학원 시간표를 만들 수 있었다. 그리고 성적이 향상되지 않거나 학원의 교육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곧바로 학원을 바꾸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 시기에는 학원 강사와
의 관계가 단기간, 단편적으로 이루어지는 특징이 나타났다.

나. 정체성
청소년기의 자아 인식은 기본적으로는 자신의 능력이나 태도, 특성 등 성향
(dispositions)에 대한 인식과 결부되어 나타난다. 소극적이거나 적극적인 성격, 외향적

이거나 내성적인 기질 등에 대한 자기인식은 자아를 타자와 구별되는 존재로, 또한 안정
적으로 지속되는 특질을 가진 존재로 파악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된다.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일관되고 통합적이며 안정적인가 역시 중요한 문제
라고 할 수 있다. 일관되고 통합적이며 안정적인 자아정체성은 타인과의 관계형성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청소년기에 미래에 대해 사고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중학생들의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가족, 친구 또는 또래집단, 학교 성적, 신
체적 특징, 성(性), 사는 지역 등으로 나타났다. 여기서는 중학생들의 정체성 형성에 영향
을 주는 요인들과 함께 그들이 인식하는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하여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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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미 있는 타자: 가족

정체성은 다른 존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다. 타자에게 비쳐진 자신의 모습을
인식하면서 자기에 대한 개념을 형성해가는 것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자기를 인식하는
데 있어 의미 있는 타자(significant others)가 누구인가다. 자아정체성은 타인들과의 상
호작용을 통해서 구성되는 사회적 구성물이며,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는 누구인가가
자기평가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사실상 자아정체성은 개인의 내면에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의미 있는 타자들, 즉 부모, 또래집단 및 교사, 지역사회의 구성원, 더
나아가서는 사회적 가치 및 규범에 영향을 받으면서 형성된다(김은정, 2009: 93). 성장과
정에서 일차적으로 주어지는 의미 있는 타자로서 일차적이고 친근한 대면적 집단인 가족
은 정체성을 형성해 가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관계에서 이루어
지는 상호작용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가가중학교의 연구 참여 학생들에게서 자아일관성에 대한 인식이 나타나는 정도에 있
어 편차가 많이 나타나는 편이었는데, 가족관계에서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가가 많은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였다. 가족과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많이 하는 경우 자아일관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되는 것으로 보였다. 가가중학교 학생들의 경우 자기 자신의 성격
과 취향, 가치관, 관심과 능력, 세계관 등에 대한 이해의 정도, 그리고 통합성과 지속성에
있어 개인별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가가중학교 학생들은 자기일관성과 자기통합성의 측
면에서 편차를 많이 보였는데, 이는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결정 등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
다. 진로에 대해 구체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자아에 대한 통합적이고 일관적
인 인식은 자신의 삶에 대한 자기주도성의 바탕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나나중학교의 경우 입학 시점부터 지켜본 교사들은 학생들이 자아존중감이 매우 높은
편이라고 했다. 그리고 그 근원이 안정되고 화목한 가정, 자신에게 관심과 사랑을 듬뿍
주는 부모님에게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다다중학교 학생들의 정체성을 관통하는 키워드 역시 ‘가정의 구성원’이라는 점이다.
학생들은 해외에서의 생활, 국내에서의 전학 등을 경험하면서 특정 학교에 대한 깊고 지
속적인 소속감을 갖고 있지 않았다. 또한 학원 역시 필요에 따라 바뀌는 곳이었으며, 지
역사회로부터 받는 영향력 역시 미미했다. 사회, 경제적으로 풍족하고 안정된 가정의 존
재가 학생의 삶을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었고, 그러한 ‘가정의 구성원’이라는 전제 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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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학교와 학원, 기타 지역사회와 연결되었다. 이러한 정체성의 키워드는 ‘나는 존중
받아야 하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의 특징으로 이어진다. 학생들은 어려서부터 스스로의
가정이 한국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고소득층에 속하고 있음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
다. 부모님의 사회, 경제적 성취를 바라보면서 성장해오면서 가정의 일원으로서 존중받
아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가정에서도 소중한 자녀로 여겨지며,
부모님의 충분한 지원을 받으면서 성장해왔고, 학교와 학원에서도 존중을 받으면서 생활
해왔다.
2) 일반화된 타자: 친구

중학생 과정을 거치면서 또래집단의 영향력은 매우 증대된다. 또래집단 즉 친구관계를
통해서 가치관 형성 및 행위의 준거를 구성하는 경향이 강해진다. 또래집단, 즉 친구관계
는 정체성 형성에 있어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친구관계를 통해 자기 행위의 표준이
되는 일반화된 타자(generalized others)를 인식해가게 되며 타인의 응답과 반응을 경험
하고 예상하면서 자아정체성을 형성해가는 과정이 전개되는 것이다.
가가중학교 학생들은 중학생 시기를 거치는 동안 또래집단 내에서의 평판 및 평가에
신경 쓰고 학교생활을 통해 “유행”을 접했다. 여기서 평판이나 유행은 모두 특정한 인물
이 아니라 자기 행위에 표준을 제공하는 일반화된 타자에 대한 인식을 전제한다는 점에
서 중요한 사회적 의미를 갖는다. 특정한 친구 A의 반응이 아니라 “친구들” 전반의 반응
에 대해 상상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기 행위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양상이 나타나는 것이
다. 외모에 근거한 자기평가 역시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
3) 학생 정체성: 또래집단의 전형성을 공유하는 평범한 학생

한국의 높은 중고등학교 취학률을 고려할 때 한국의 십대 청소년이 학생 정체성을 가
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학생들이 인터뷰 과정에서 말하는 것처럼, ‘직업이 학생’
이기 때문이다. 학생이라는 정체성은 ‘미래를 위해 현재를 유보해야 하는 존재’로서 학교
나 사회가 요구하는 순종적이고 학업지향적인 가치를 우선시하는 것으로 이해되기도 하
지만(조용환, 1995: 83; 김은정, 2009: 86), 대체로 한국의 청소년들이 느끼는 학생의 의
미는 ‘남들이랑 비슷하게 생활’하는 존재라고 해석해볼 수 있다. ‘특별히 사고 같은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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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치고’, 물론 공부를 주로 해야 하지만 딴 짓을 하기도 하는 것이 ‘평범한 학생’이라는
것이다. 즉 ‘학생’ 또는 ‘평범한 학생’의 의미는 자기 또래의 아이들이 하는 것과 비슷한
행위를 하고 비슷하게 살아가는 존재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때 초점은 ‘학생’ 그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평범한’ 삶을 강조하는데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학생’이라는 정체성을 피력하는 가가중학교 학생들의 경우 ‘남들이랑 비슷하게 생활’하

는 존재, 즉 공부하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여학생의 경우 화장하고 싶으면 화장을 하기
도 하는 ‘평범한 학생’으로 자신을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같이 ‘평범한 학생’의 정체성은 라라중학교 학생에게서도 나타났다. 라라중학교 학
생들에게 나는 어떤 학생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해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평범한 학
생’이라고 답하였다. 라라중학교 학생들이 생각하는 평범함이란 읍면 소재 소규모 학교
에 다니는 학생들로서 크게 눈에 띄게 갖고 있는 장점이나 약점이 없이, 혹시 있다고 하
더라도 모나 보이지 않게 살고 싶은 유교 사상에서 이야기하는 이상적 가정의 모습처럼
‘평범하지만 화목한 가정에서 친절한 어머니와 다소 거리감은 있는 아버지’와 큰 무리

없이 생활하는 것을 말한다.
이들을 더욱 ‘평범하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는 작은 시골마을에 살고 있다는 점이
다. 인근에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이나 다양한 교육적 자극이 존재하는 도심과 달리
조용하고 한적하지만 크게 위험하거나 경쟁적이지 않은 지역에 살고 있는 ‘작은 시골마
을’이 스스로를 평범한 학생으로 지각하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비록 작은 시골 마을의 학생이지만 학교생활에 열심히 적응하고자 노력하고 친
구들과 어느 정도 원만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교사나 부모들에게 크게 문제시 되지 않는
일상을 보내는 성실한 모습이 스스로를 더욱 평범한 학생으로 인식하게 하는 것으로 보
인다. 즉, 대다수의 라라중학교 학생들은 ‘작은 시골 마을의 평범하지만 성실한 학생’으
로서의 개인정체성을 꾸준히 발전시켜나갔다.
4) 공부하는 사람

중학생이 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공부와 관련된 정체성이 시간이 갈수록 강해
졌다. 즉 대체로 자기 정체성 중 핵심이 ‘공부하는 사람’에 있었다. ‘어린이’를 넘어서서
어른에 다가가고 있기에 커지는 책임에 대해서 학생들이 의식하는 중요한 축은 미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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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대입, 그리고 대입을 위한 공부와 관련되어 있었다. 중학생이 되는 순간, 학생들은
“이제 다음은 고등학교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때 고등학교란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마지막 단계를 뜻한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중학교는 마지막 단계의 전단계이니만큼 입시
경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시기로 주입되었다. 연구에 참여한 나나중학교 학생들의 성
공방정식은 상당히 유사하였다. 중학생 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풀어놓으면서 아이들은
‘높은 성적-명문고-명문대-좋은 직장-좋은 직업-행복’으로 연결될 미래의 삶을 그렸다.

종착지인 ‘미래의 행복’에서 출발하여 그 전 단계를 타고 오다보면 연결고리의 끝에 있는
가장 첫 단추는 ‘높은 성적’이 자리하고 있었다. 성적이 자신의 미래를 가늠하게 해줄 지
표가 된다고 생각했다. 물론 공부와 거리가 점점 멀어지면서 실제로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았던 학생도 한두 명 있었다. 그러나 이들 역시 공부를 해야 한다
고 생각하고 잘 하고 싶어 했다.
자신을 공부하는 사람으로 인식하는 것은 다다중학교 학생들도 마찬가지다. 다다중학
교 학생들은 ‘나는 공부하는 사람’이라는 정체성 요소를 매우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2학
년에 정립된 정체성은 3학년이 되면서 즉각적으로 학생의 삶에 큰 변화를 주게 되었다.
교과 공부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보여주는 학생들은 3학년이 되면서 적극적으로 특목고
등을 준비하면서 고입, 대입 성공을 위한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된다. 반면, 기대
보다 못한 성적을 확인한 학생들은 3학년 1학기에 해외로 유학을 떠나기도 하였다. 성적
이 떨어지는 학생들도 직업계고에 진학하는 사례는 나타나지 않았다.
라라중학교 학생들도 ‘중학생’으로 산다는 것은 ‘어려운 공부를 해내고 고등학교를 준
비하는 시기’를 살아가는 의미가 있다. 1학년에 막 입학했을 때 초등학교와는 확연히 달
라진 수준의 다양한 교과를 오랜 시간동안 공부해야한다는 것이 어려움으로 느껴지고,
2학년은 다양한 수행평가와 석차로 나오는 자신의 성적을 직면해야하는 어려움을 극복

해야하고 3학년에는 인근 지역의 좋은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 사명이 주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나는 중학생이다’라는 자기 인식은 라라중학교
학생들이 자신의 삶과 꿈을 키우는데 다양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5) 성적(成績) 정체성이 형성되면서 고학년으로 갈수록 점점 낮아지는 자존감

한국의 교육제도 하에서 중등교육 과정의 학생들에게 자존감은 성적(成績)과 연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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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향이 강하다. 대체로 중학생들은 중학교 과정을 거치는 동안 성적(成績) 정체성이
형성되고 이는 자존감의 하락과 연결되었다. 중학교 1학년까지 대체로 자존감이 낮지 않
은 편이었는데, 여기에는 어린 시절과 초등학교 시절을 포함한 성장과정에서의 경험이
많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였다.
가가중학교 학생들이 성장과정의 중요한 기억으로 꼽은 것들은 대체로 스스로의 자존
감을 높여준 여러 가지 종류의 경험들이었다. 초등학교 시절 학교에서 학업 성적이 좋았
다든지, 경시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수상했던 기억이라든지, 그림을 잘 그리거나 시를
잘 지었던 기억 등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을 높일 수 있었던 기억들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초등학교 교과과정의 특성상 “공부를 안 해도” 대체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다거나 “수학을 포기”했다가도 다시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다는 점
이 학생들의 자존감에 많은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었다. 수학경시대회나 시 짓기 대
회, 노래 부르기 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수상하거나 좋은 성과를 거둔 기억도 학생들에게
성취감을 맛본 기억으로 남아있었다. 경시대회 등에서의 수상경력이나 좋은 성적은 학생
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제일 좋았던 순간” 또는 “살면서 제일 기뻤을 때”로 기
억되는 것에서 보듯이 대단히 기쁘고 기억에 남는 일로 남아있었다. 또한 대회에서의 수
상이나 공식적인 점수와는 무관하게 그림을 잘 그렸다거나 시를 잘 쓰고 노래를 잘 하는
등의 능력이 긍정적인 피드백을 낳으면서 자존감을 높여주기도 했다. 나나중학교의 경우
학생들의 자존감이 매우 높았는데 가정에서 귀하게 여겨지면서 칭찬받아왔고 특별한 장
기도 있었기에 이들은 높은 자존감과 의욕을 가지고 중학교에 입학했다.
그러나 중학교 입학 후 성적에 대한 압박은 이와 같은 비교적 높은 자존감을 점점 무너
뜨리는 요소로 작용했다. 1학년 때는 자유학기제로 자신의 학업성취도 수준에 대하여 잘
가늠하지 못하다가 2학년에서 3학년으로 올라가면서 초등학교 시절에는 알지 못했던 자
신의 학업성취도와 상대적 성적 지위를 확인하면서 스스로에 대한 평가 역시 위축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장래에 대한 희망을 구체화하지 못하는 불
안 속에서 이와 같은 자존감의 하락은 더욱 눈에 띄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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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정체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가) 신체적 특징
청소년기의 자기인식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현상 중 하나는 신장이나 체중, 외모 등
신체적 특성에 대한 관심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가가중학교 학생들 역시 외모에 대한 관심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며, 특히 외모에
대한 주관적 평가는 자존감과도 일정한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였다. 가령 인터뷰에서
자신의 단점이나 콤플렉스에 관한 질문에 대해 다수의 학생들이 외모와 관련된 답을 하
고 있었던 점에서 외모에 대한 관심이 단적으로 드러난다. 여기서 외모에 대한 관심은
친구들과 또래집단의 평가에 대한 의식에 상당 부분 기인하고 있다. 이는 이른바 정체성
에 영향을 미치는 기제로서 ‘타자’들에 대한 인식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신체적인 변화와 성장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자기신체(외모)에 대한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
면서 살을 빼기 위해 식사를 조절하거나 운동을 시작하기도 하면서 초등학생과는 달리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고 관리하려고 하는 ‘청소년’으로서의 자기 인식을 표면화하기도 한다.
신체적 성장은 세상을 보는 관점뿐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인식도 변화시켰다. 중학교
시기, 아이들은 여러 가지 신체적인 변화를 경험한다. 겉으로 크게 드러나는 부분은 키가
쑥쑥 큰다는 점이다. 그런데 키가 큰다는 것은 단순한 신체 사이즈 변화 이상의 것을 의
미했다. 우선 대부분의 경우에 키가 커지면서 동시에 살이 빠지게 되었다. 성별을 불문하
고 청소년들에게 ‘날씬함’은 자신감과 연결된다. 더불어 키가 커지면 시야가 달라지고 타
인의 대접도 달라진다. 위에서 내려다보게 되면 아래로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자신감 있
는 태도를 갖게 된다. 올려보던 사람들이 자신을 올려보게 되면서 그들의 태도가 달라진
것을 느낀다. 이처럼 심리적인 변화와 관계에서의 변화가 이루어지면 스스로 행동과 태
도를 이전과 달리 하게 된다. 연구참여 학생들도 신체적 성장이 크게 일어나던 시기에
이러한 관점과 행동의 변화를 경험했다.
신체적 성장은 라라중학교 학생들에게 중학생이란 스스로 ‘더 이상 어린이가 아니라
청소년이 되는 것’임을 인식하게 해주었다. 중학생이라면 친구들과 쉽게 다투거나 즐겁
게 놀기만 하던 초등학교 때와는 다르게 행동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해야 할 것을
하거나 지켜야할 것을 지키는 것과 같은 사회적 규범을 따르는 것을 내포하는 의미이며,
자신을 포함한 주변 친구들이 ‘애’처럼 행동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느끼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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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복
나나중학교 학생들은 중학교에 오면서 스스로 “더 이상 어린이가 아니다”라고 생각했
다. 그리고 그 전후를 분명하게 구분해 준 것은 바로 교복이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들어오자마자 입은 교복은 학생들에게 일종의 신분상승과도 같은 느낌을 주었
다. 누가 봐도 초등학생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매개물이었던 것이다. 사회
적으로 초등학생까지 ‘어린이’ 취급을 받는데 교복을 입는 순간 이들은 어린이라는 굴레
에서 벗어나게 되면서 스스로도 어린이처럼 행동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꼈다.
다) 소속집단
소속 집단 정체성을 살펴보면 학생들은 자신이 속한 집단으로 가족, 학교, 학원 등을
공통적으로 꼽았고 학교 동아리, 동네 동아리, 스포츠센터, 인터넷 카페, 어릴 적 친구들
모임, SNS의 단톡방 등을 거론한 경우도 있었다. 이 중에서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집단
은 단연코 가족이었다. 전반적으로 볼 때 가족에 대해서는 소속감도 크고 그 존재의 의미
에 대해서 매우 중하게 생각했다. 가족 다음으로 중요한 집단으로는 학교나 친구들을 들
었다. 그런데 친구들도 대부분이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기에 이 두 집단은
겹치는 부분이 있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학원에 대해서 없으면 안 되는 중요한 집단이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학원이 없으면 공부를 하기 어렵고 성적이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
했다.
라) 선배
집단 속에서 라라중학교 학생들의 자기 인식 중 독특한 측면은 주로 학교의 구성원으
로서 갖게 되는 정체성인데 ‘신입생’에서 ‘선배’가 되는 중학교 2학년 때 큰 인식의 변화
를 갖게 된다.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3학년 선배들이 나가고 동생 같은 신입생들이 들어
오면서, 선배가 되면 마치 서열에서 승진한 것 같이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학교생활에
자신감이 생기고 후배들에게 멋진 모습(때로는 친절한 선배의 모습일 수도 있고 규율 잡
는 카리스마의 선배일수도 있는)을 보이고 싶은 욕구와 더불어 보다 자유롭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선배로서의 자기 인식은 라라중학교 학생들에게 ‘선배로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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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행동과 태도를 갖추고자 노력하면서’ 선배, 즉 보다 어른스러운 높은 학년이 되는
성장의 근거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해 가고 있다.
마) 성(性)
나나중학교의 경우 성정체성과 관련해서는 대체적으로 남자이거나 여자여서 제약이
있다거나 크게 차별 받는 일은 없다고 생각했다. 자신의 미래를 생각할 때에도 자신의
성별이 크게 고려대상이 되지는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부모들에게서는 다른 가치관들이
나타났다. 여학생 어머니는 예전과 달리 여자도 능력이 있어야 앞으로 당당하게 살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남학생 어머니는 아들에게 아버지 모습에 빗대어 가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어려움을 견뎌야 하며 여자들을 보살펴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반면에 라라중학교 학생들의 자기 인식 중 특징적인 부분은 성별 정체성에 대한 것이
다. 라라중학교 1학년 학생들 중 여학생은 일반적으로 키가 크고 조숙한 학생들이 눈에
띄는데 반해 남학생들의 경우 신체적으로 왜소하고 아직 초등학생과 같은 모습을 보이는
학생들이 눈에 띄었다. 이러한 신체적 발달의 차로 인해 1학년 1학기부터 여학생들과 남
학생들 간의 성별 대결이 표면화되었고 여학생들은 여러 면에서 미숙한 남학생보다 자신
의 성별이 우세하다고 믿고 남학생들은 여학생들에게 학급의 주도권을 뺏기는 것은 남자
답지 못하다고 생각하면서 투쟁을 이어나갔다.
이러한 성별 정체성에 대해 영향을 미친 것은 부모의 자녀 양육관에서 그 원인을 찾아
볼 수 있다. 중학교 때부터 아들은 보다 크고 넓은 지역에서 가르쳐야한다는 자녀 양육관
을 지닌 학부모의 경우, 면소재의 라라중이 아닌 조금 떨어진 읍소재의 보다 큰 학교를
보내고자 노력하고 특히 그 아들이 다방면에서 충분히 갖춰지고 성장했다고 느끼는 경우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딸의 경우는, 비록 자녀의 능력이나 성장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더
라도 매일 통학시켜야하는 수고와 부모로부터 떨어져서 먼 거리에 있는 더 큰 학교를
보내는 대안에 대해 보수적이 된다.
또한 이러한 부모의 ‘아들-딸’ 양육태도 간의 차이는 가사를 분담하는 데에도 나타난다.
라라중학교 학생들의 경우, 가정 내의 딸로서, 아들로서의 주어지는 역할과 책무가 다소
차이가 있다. 딸들은 기본적으로 아버지를 비롯한 동생들의 생활을 챙기고 특히 집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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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는 데 있어서 어머니 다음으로 큰 역할이 주어지며 이러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편이었다. 그러나 아들의 경우 부모의 돌봄을 여전히 필요로
하는 존재로 생각되는 상황을 아들과 딸 모두 자연스레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성정체성과
성역할 개념이 형성되는 것으로 보였다.

다. 진로
연구에 참여했던 학생들의 진로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는 ‘고교진학’이었다. 중
학교 입학 당시 다채로 왔던 진로계획은 자신들의 학업성적을 인식하면서부터 현실적으
로 수정되고, 포부수준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학과정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존
재는 부모, 학원선생님, 친구나 인터넷 그리고 학교 순이었으며, 중학교의 부족한 진로상
담기능에 학부모들이 교사나 학교에 실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진로계획이나 고
교진학형태에 있어 네 개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는데 이하로는 이러한 진로 특성에 대하
여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1) 학업성적과 연계되는 진로 포부: 고학년이 되면서 낮아지는 포부수준

중학교 과정에서 대체로 진로에 대한 포부는 성적에 대한 자신감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연구에 참여한 가가중학교 학생들의 꿈은 비교적 다채로운 양상을 보였다. 중학교
1학년 때는 시인, 프로게이머, 과학자, 애견행동교정가, 큐레이터, 작가, 외교관, 약사,

교사 등 다양한 직업 및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많았고, 학년이 올라가면서 조금씩
변화하기는 했지만 스튜어디스, 파티셰, 래퍼, 유튜버, 성우, 크리에이터, 패션디자이너
등 마찬가지로 다양한 직업과 진로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했다.
나나중학교 학생들도 중1 때 자신의 진로 희망이라고 말하는 직업들을 열거해보면 로
봇공학자, 컴퓨터보안전문가, 요리사, 수학자(교수), 의사(2명), 교사(2명), 외교관, NGO
나 국제기구 종사자, 작가, 기자, 연구원(생명공학, 천문, 제약 등), 선생님 등이었다. 대
체적으로 전문직을 꿈꾸었으며 상당히 구체성을 띈 직업명도 눈에 띠었다. 대체적으로
스스로 하고 싶고 잘하는 일이 무엇인지 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 동시에 그 직업에 따르
는 수입이나 사회적 지위도 함께 견주어 보는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아이들이 직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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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 고민하는 수준과 깊이는 개별적으로 크게 차이가 났다.
학생들의 경우 희망하는 진로가 명확하지 않거나 확신이 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적은
자신의 진로의 선택지와 가능성을 제약하는 일차적인 기준이 되었다. 가가중학교는 소위
말하는 학군이 좋은 지역이 아닌데다 인근의 고등학교의 입시 실적도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가가중학교에서 뛰어난 성적을 받지 못하는 학생의 경우 대체로 성적에 대한 자
기평가가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강했다. 특히 중학교 1학년 시기에는 자신의 학업
성취도나 성적의 상대적 위치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진로포부가 특별히 낮게 나타나
지는 않았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업성적에 대한 자신감 하락과 함께 진로포부 역시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더욱이 중학교 3학년은 고등학교 진학을 목전에 둔 마지막 학
년이고, 고등학교 진학은 학생들에게 있어서 대학 진학이나 이후의 진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문제기 때문에 진로에 대한 불안이 더욱 커져가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최근의 입시제도의 성격상 가급적 일찍 진로를 결정하고 준비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사실
자체가 학생들의 불안을 더욱 가중시켰다.
나나중학교 학생들의 경우도 1학년 때까지 고입에 대한 자신감을 표했던 학생들이 2
학년에 들어서자 조금 달라졌다. 자신의 성적을 객관적으로 보면서 현실적인 태도를 취
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나나중학교의 소수 학생들은 그 경주에서 내려오지 않고 뛰고
있었고 다른 학생들은 진학할 고등학교 후보 명단에서 영재고, 과학고, 외고, 전국형 자
사고 등을 지웠다. 그러자 입시에 사용하지 않을 “중학교 내신 성적이 별로 의미가 없다”
는 생각을 했다. 그럼에도 “기초를 소홀히 하면 안 되기에” 내신 공부를 하는 분위기이긴
했다.
나나중 학생들의 중학교 시절 성장과정에서 나타난 안타까운 현상은 중학교 1학년과
3학년 때 실시한 학습영역(MLST-II) 검사와 진로영역(U&I 진로탐색검사) 검사 결과의

차이에서도 일부 확인할 수 있다. 나나중학교 학생들은 1학년과 3학년 검사에서 대체적
으로 대부분의 영역에서 높은 편이고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후를 비교해
보면 1학년 때 실시한 검사에서 나나중의 경우 다른 학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학업에
대한 내재적 동기가 높았지만, 중학교 과정을 거치면서 낮아져서 3학년 때 실시한 검사
에서는 다른 학교들과 비교했을 때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게 되었다. 그 사이 우울,
불안, 짜증의 모든 점수에서도 다소 높아졌는데 이는 가가중과 라라중이 다소 낮아진 것
과 대비된다. 또한 진로 추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목적성의 경우 2017년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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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세 학교에 비해 가장 높았던 데 비해 2019년도에 실시한 검사에서는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는데 목적성에서 낮은 점수는 진로를 선택함에 있어서 자아개발이나 타인
및 사회에 대한 봉사보다는 현실적인 욕구를 보다 선호함을 의미한다. 또한 진로 결정성
수준과 목적성의 경우에도 다소 낮아졌다. 이러한 결과는 나나중학교 학생들이 자기 인
식에서 과도하게 한쪽으로 치중된 측면이 있음을 말해준다. 즉 이들에게 ‘중학생 됨’은
그 본연의 의미나 가치보다는 ‘곧 고등학생이 되는 것’, 즉 입시생으로 살아가기 전 단계
로 가장 적극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것은 ‘성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또한 각자의 진
로가 어떠하든지 성공 방정식에 대한 동일한 공식을 받아들였다. 진로는 삶에서 경험을
축적해가는 과정에서 지향하는바 혹은 목표하는 바라고 할 수 있다. 처음에는 자신이 좋
아하는 일, 그동안 해보았던 것 중 자신이 두각을 나타냈던 일에 관심을 갖다가 점차 사
회의 고정된 인식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개성에 따른 다양성은 사라지고 단일 경주에서의
성패만 남게 되었다. 이들의 성공 방정식은 좋은 성적, 좋은 대학, 괜찮은 직업으로 연결
되는 일률적인 것으로 결국 성적이 미래를 좌우한다고 믿었기에 이들은 학교에서 성적이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자 현실적인 타협점을 찾아 진로포부를 수정하기도 했다.
학생들은 중학교 2학년이 되어 본격적으로 한 학기에 두 번씩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치르게 되면서 시험을 다루고 대하는 방법과 기술을 익혀갔다. 구체적으로 준비 기간,
준비 순서, 집중적으로 들여다본 교재, 자신을 지속적으로 채근할 수 있는 방법 등이 있
었다. 또한 성적이 산출되는 2학년이 되면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과목에 공부 역량을 결
집하고, 예체능 등의 과목은 아예 “버리는” 학생들도 발견되었다.
다다중학교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성적과 연계하여 진로계획을 수정해 나갔다. 다다중
학교 학생들은 연구대상인 다른 집단에 비해 진로성숙도의 결과가 낮은 편이었다. 중학
교 1학년 때 진로영역에서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U&I 진로탐색검사 결과에 따
르면, 다다중학교 학생들의 진로 결정성, 확신성의 T점수는 49.17, 48.08로 다소 낮았다.
학생들은 미래의 구체적인 진로보다는 높은 학업성취도와 학교 성적을 통해 고교 입시,
대학 입시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는 데 초점을 두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학생들은 자유학기제를 통해 자신의 진로에 대한 발표, 프로젝트, 체험 등을 경험하면
서 각자의 진로 계획을 수립해나갔다. 학생들의 초기 진로에 대한 생각은 그동안 성장하
면서 보아왔던 아버지의 직업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다다중학교 학생들이 1학년 때 하
고 싶다고 생각하였던 직업은 대부분 아버지의 직업과 유사했다. 다다중학교 학생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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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지들은 주로 의사 또는 대학교수 등의 직업을 갖고 있었는데, 학생들 역시 그러한 직업
들을 주로 장래 희망으로 꼽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학생들이 그동안 알고 접해왔던
직업이 제한되고, 아버지의 직업이 사회, 경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
다는 전제 하에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자유학기제는 도입 초기 진로교육 정책이라는 접근이 주도적이었으나 시간이 경과하
면서 ‘나’에 대한 발견과 교실수업 개선으로 자유학기제의 취지가 정리되었다. 하지만 학
생과 학부모들에게 자유학기제는 여전히 진로 교육을 강조하는 학기라는 인식이 강했다.
특히 다다중학교의 경우, 중3 시기에 ‘미리 경험해보는 고3’처럼 다양한 고교에 지원해보
는 경향이 있으므로 중1 시기에 진로에 대한 교육은 상당한 의미를 가질 수 있었다. 그러
나 2학년이 되면서 자유학기를 통해 생각했던 진로 계획이 ‘리셋’되었다. 본격적인 성적
경쟁에 몰두하면서 중1 시기에 잠재적으로 형성된 진로 계획은 단절되고 현재의 성적에
집중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의 배경에는 학생들은 미래에 어떤 직업을 희망한다고 실
제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중요한 것은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고입과 대입에서 성
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자리하고 있었다.
2) 현실을 직시하게 되는 3학년

중학교 3학년이 되면서 희망 직업에 변화가 나타나는 학생들이 생기게 되었는데, 대부
분 그 이유는 학업성적에 대한 낮은 자신감에 기인하고 있었다.
가가중학교의 경우 가령 약사나 교사를 희망하던 학생들이 성적 때문에 포기한다는 이
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학업성적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직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경우, 자신의 꿈을 실제로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더욱 막연하기 때문에
진로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대학 진학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높은 직업군의 경우, 즉 외교관이나 과학자 같은 진로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학업 성적이
뛰어난 학생들이 더욱 학업에 매진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교사를 희망하는 경우에도
관련 대학교 또는 전공 학과로의 진학이라는 비교적 분명한 경로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
의 불안감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다만 성적에 대한 불안감은 보다 높아지는 양상
을 보였다.
나나중학교 학생들도 희망 직업이 매우 다채로 왔으나 중학교 3학년이 되자 점점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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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인 고려를 하게 되었다. 3학년 초까지만 해도 이들이 희망한다는 직업은 우주‧항공
과학자, 과학기술 관련 창업, 아이돌앨범 컨셉 기획자, 마케팅 관련 회사 직원, 외국 소재
한국 대사관 직원, 경찰, 유치원 교사, 은행원, 약사, 수학과 교수, 세무사, 유튜버, 국선
변호사 등으로 다양했다. 1학년 때의 희망이 이어진 경우도 있고 조금 변경된 경우도 있
었다. 그런데 이런 직업을 말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자신의 성적과 연결시켜서 가능한 직
업인지 판단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해당 직업의 경제적 보상 정도, 안정성도 이전보다
현실적으로 고려하기 시작했다. 직업을 갖기 전에 먼저 대학교를 진학해야 하는데 ‘인서
울’은 나나중학교 학생들의 진로와 진학에 대한 바람을 함축하는 용어가 되고 있다. 많은
학생들이 자신이 ‘인서울’도 하지 못할까봐 두려움을 표시했다.
다다중학교 학생들 역시 3학년이 되면서 2학년 때의 성적을 바탕으로 진로 계획을 다
시금 수립하였다. 특목고 등에 지원하거나 해외로 유학을 가는 등 본인의 성적에 맞춰
전략적으로 진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
3) 진학 결정 및 진로에 있어 집단별로 다른 부모의 개입 정도

진학 결정 및 진로에 있어 네 개 학교는 집단별로 부모의 개입 정도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가) 진로 및 진학 결정은 자녀들에게 맡기는 가가중학교 부모
가가중학교 학생들의 진로와 관련해서 부모가 특정한 방향을 요구하거나 기대한다든
지 혹은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대다수의 부모들이 자녀
들 스스로가 원하는 진로를 지지하겠다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의
성적이나 이후의 진학에 대해서도 “취직이 좀 잘 되는 곳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정도의
기대, 억지로 무언가를 시킬 생각은 없다는 이야기가 다수였으며, 자녀에 대한 기대 역시
구체적인 진로, 구체적인 성적, 구체적인 직업 등 구체성을 가진 서술로 표현한다기보다
는 “나쁜 길로 가지 않고 순하게” 크는 것에 대한 고마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식의 추상적인 표현이 더 많이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중학교 1학년인 2017년과 중학교 3학년인 2019년에 실시한 진로영역
검사(U&I 진로탐색검사) 결과를 참조해볼 수 있다. 진로성숙도를 살펴보는 6개 하위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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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결정성, 목적성, 확신성, 준비성, 독립성, 일치성 중 진로결정성을 제외한 5개 항목에
서는 일정한 상승이 나타났다. 진로결정성의 경우 2017년 52.00에서 2019년 50.07로
유일하게 하락한 항목이었으며 다른 학교와 비교해보아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가가중학교 학생들이 중학교 1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으로 성장하면서 진로 선호에
대한 확신의 정도가 더욱 낮아졌음을 뜻한다. 반면 진로목적성과 확신성, 준비성에서 나
타난 상승은 청소년기의 성장을 자연스럽게 반영하고 있는데, 가령 진로목적성의 경우
향후의 진로를 통해 자아를 발전시키고 타인 및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이 높아졌
음을 보여준다.
주목할 것은 진로독립성이 51.92에서 54.07로 상당히 상승했으며, 진로일치성 역시
57.25에서 59.07로 상승했을 뿐 아니라 4개 학교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는 점이

다. 즉 가가중학교 학생들의 경우 진로를 독립적으로 선택하는 경향이 성장과정에서 더
욱 강해졌으며, 이와 같은 독립적인 진로 선택의 경향이 가족들의 높은 수용도로 이어지
고 있다는 뜻이다. 진로에 대해 가족 간에 의견이 일치하는 정도는 연구 사례 4개 학교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해 자녀의 자율적인 진로 선택에 대해 부모의 수용과 지지의
정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가가중학교에서 진학 결정이나 진로에 대한 결정에 있어 부모의 개입 및 관여의 정도
가 약하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것이 중학교 3학년 담임교사의 학부모 상담기간 참여율이
다. 중학교 3학년임에도 불구하고 대개의 학급에서 담임교사 상담을 신청한 경우가 거의
없었다. 또한 고등학교 설명회에도 신청하는 사례가 별로 없었다. 교사들은 자신들의 과
거 근무학교들의 사례와 비교하면서 이를 가가중학교의 매우 특징적인 양상으로 이야기
했다. 상담주간에 단 한 명의 학부모도 상담을 신청하지 않은 학급도 있었다.
자녀의 진로와 관련된 사항을 자녀의 의사와 선택에 맡기는 것은 가가중학교 부모들에
게서 대체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본인의 인생에 대한 결정을 본인 스스로 내릴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부모의 태도는 자녀의 자율성을 높이는데 매우 중요하고
긍정적인 기제로 작용한다. 그러나 동시에, 자녀의 선호와 의사가 형성되지 않은 경우,
이와 같은 부모의 태도는 자녀의 선택과 결정을 계속해서 지연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
다는 점에서 양면적이다. 자녀에게 어떤 의지가 있을 때 부모의 이와 같은 지지는 긍정적
인 요소가 되지만, 자녀 스스로가 의지를 결여하고 있을 때 부모의 느슨한 관여는 자녀의
무기력이나 불안감을 강화시키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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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나나중학교 부모에게 ‘어느 정도 잘하는 수준’은 ‘최소한 중상위권 이상’
부모들 대부분은 미래 사회가 이전과 달라서 학교 성적을 잘 받아 남들도 선호하는
분야로 나아가는 것보다는 자기 스스로 적성과 흥미를 찾아서 좋아하는 일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부모들은 자녀들의 진로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 때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성적은 “어느 정도만” 유지하면 된다고 했
다. 그래서 이들이 자녀들에게 해주는 이야기들 속에는 현재 시점에서 사회적 성공이라
고 보이는 것들에 집착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불확실한 미래의 관점에서 볼 때 자신의
강점과 행복을 더 먼저 고려하는 게 중요하다는 강조가 들어 있었다. 선호되는 직업을
따라가기보다는 자녀가 원하면서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직업으로 삼되 경제적으로도
윤택하게 지낼 수 있기를 바라는 점 때문에 선호 직업을 향한 경쟁에 자녀들을 밀어 넣고
있지는 않았다. 그러다보니 자녀들에게 학업적으로 억압하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다.
한마디로 ‘학벌을 넘어 좋아하면서 벌이가 되는 일자리’가 이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자녀의 진로 방향이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잘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 부모들이 이야기하는 “어느 정도 잘하는 수준”이라는
학업성취 수준이 결코 낮지 않다는 점이다. 편차가 있지만 최소한의 기대수준도 중상위
권 이상이었다. 그런 점에서 아이들은 부모님의 기대를 의식하고 충족시키고자 애쓰는
모습을 보였으며 스스로 압박감을 느끼고 때로는 집착으로까지 연결될 수밖에 없다.
학생들은 공부에 대해서 “잘해야만 한다.”고 믿고 있었다. 공부를 잘 하는 것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데 첫 단추가 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공부를 잘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논리는 상식적으로 통용되는 가치를 그대로 반영했다.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가야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고 그래야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공부를 잘하는 것,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높은 성적을 받는 것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다보니 성적에 대해서 지나치게 예민하거나 집착하는 분위기도 감지되었다. 성적
에 대한 욕심은 일종의 승부욕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그리고 오히려 부모가 걱정할 정도
로 본인 스스로 성적에 대해서 강박을 느끼거나 지나치게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발견
되었다. 그런데 이처럼 성적에 대해서 욕심을 내고 이기고자 하는 승부욕을 가지게 되는
원인을 찾아보면 “공부를 잘 하지 못하면 미래가 캄캄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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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년들에게 고등학교 진학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는 진로

결정이었다. 학생들은 다들 나름대로의 기준과 전략으로 선택 가능한 고등학교들의 장단
점을 가늠했다. 학교의 전반적인 평판에 대한 소문, 학업분위기, 통학거리, 교복, 건물
등에서부터 남‧여학교 여부, 공학일 경우에는 남녀분반 여부, 학교 프로그램의 다양성에
따른 학생부 유불리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했다. 고등학교 진학 과정에서 이들이 의존하
는 상대는 부모 혹은 학원선생님, 그리고 친구나 인터넷 등으로 나타났다. 그 중 가장
영향력이 큰 것은 부모였다. 반면 학교의 역할은 별로 나타나지 않았다.
다) 다다중학교 학생들의 진로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부모’
다다중학교 학생들의 진로에서의 특징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부모’라고 할 수 있다. 자
유학기에 학생들이 희망하던 직업들은 대부분 부모의 직업과 맞닿아 있었고, 이후 어느
고등학교에 진학할지, 미래에 어떤 진로를 선택할지에 대한 모든 고민은 부모, 특히 어머
니와 함께 하고 있었다. 진로성숙도 검사 결과에서도 이러한 점은 확인이 가능하다. 진로
성숙도의 여섯 가지 하위 항목 중에서 2017년과 2019년 모두 가장 높은 점수를 보여주
는 항목은 진로에 대해 가족과 의견이 일치하는 정도를 가리키는 일치성이다. 다다중학
교 학생들의 진로성숙도 중 일치성 결과는 2017년(중1) 55.92, 2019년(중3) 55.45로 나
타나 지속적으로 높은 점수를 유지하고 있었다.
라) 진로․진학정보에 취약한 라라중학교 부모
고교 입시에 대한 관심과 내신 성적에 대한 중요성을 실감하면서 라라중학교 학생들도
부모와 함께 진학에 대한 이야기를 진지하게 시작하고 많이 하게 된다. 그러나 부모들은
실제 자녀의 학업, 성적, 진학 정보 등에 대해서는 명확히 확인하고 조언하는 경우가 드
물고 막연히 성적을 올리고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부모들은 자신
의 직업에 대해 만족하는 경향이 있지만 자식에게 본보기가 되어 자신의 직업을 물려주
려고 생각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 보였다. 부모들은 자녀가 공부를 잘한다면 좋겠지만 아
주 잘하지는 못하더라도 성인이 되어 스스로 자신이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의 독립적 생활
이 가능할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최소한 그 정도로만이라도 해낼 수 있기를
기대하였다. 따라서 자녀 학업에 대한 성취압력이나 학업적 기대가 높지 않은 편에 속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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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중학교 3학년 시기의 진로탐색검사 결과 중 진로 선택에 있어 타인에게 영향 받는
정도를 평가하는 독립성(평균 53.55점)의 경우 4개 학교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
다. 이는 2017년 1학년 때 실시했던 검사결과와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2017년 실시한
검사에서 나머지 세 학교에 비해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던 라라중학교 학생들이 중학
교 3학년 졸업 무렵에는 다른 학생들에 비해 독립성이 월등히 향상되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즉, 라라중학교 학생들이 중학교 과정을 거치면서 진로성숙과 관련하여 자신
의 진로를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주체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는 정도가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자녀의 진로에 대한 부모 양육태도로부터 기인한 결과일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이러한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관은 결국 학습 및 진로에 대한 부모의 소극적 지지의
태도로 나타났다. 라라중학교 학생들의 부모들은 자녀의 학습이나 진로에 있어 ‘적극적
지원’보다는 ‘약간 떨어져서 보내는 소극적지지’가 일반적인 양육방식으로 보였다.
4) 집단별로 다른 고교진학 형태

고등학교 진학 형태도 네 개 학교 간 집단별로 다른 양상이 나타났다.
가) 일반고 진학으로의 무난한 선택: 가가중학교
고교 진학과 관련해서 가가중학교 학생들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일반고 진학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영재고등학교나 과학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
등 이른바 특목고 진학 사례가 매우 드물고, 특성화고등학교 역시 서울 시내의 다른 지역
에 비해서는 많은 편임에도 예전에 비해 지원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2019학년
도 고교 진학 현황을 대략 살펴보면 한 학급의 학생 수를 25명 내외로 볼 때 특성화고교
로 진학한 학생 수는 학급 평균 5명 내외 정도였으며, 특목고에 진학한 학생은 한 명도
없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진학 사례의 수보다, 더욱 중요한 특징은 특목고나 특성화고등학교
를 지원하는 학생뿐만 아니라 고려하는 학생 역시 매우 적다는 점이다. 중학교 1학년 때
까지는 초등학교 시절의 학업성취도가 비교적 높은 학생의 경우 학생 본인이나 학부모가
특목고나 자사고 등을 고려하는 경우가 제법 있었다. 그러나 중학교 2학년을 거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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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경향은 눈에 띄게 확연히 줄어들었다. 실제 중학교에서의 학업성적이 특목고
나 자사고 진학을 고려할 정도로 나오지 않기 때문이었다. 또한 학업에 대한 포부 자체가
줄어드는 경향도 있었다.
2학년에서 3학년으로 넘어가면서, 점점 더 고교 진학과 관련해서 대체로 일반고 진

학으로의 무난한 선택을 하는 양상이 눈에 띄게 나타났다. 일반고 진학 자체는 중요한
특징이 아닐 수 있지만, 가가중학교 학생들 대다수가 일반고에 진학하는 이유는 ‘선택
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맥락에서 해석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즉 가가중학교 학생
들은 무난한 선택 혹은 ‘선택하지 않는 선택’의 맥락에서 일반고에 진학하는 경향이 강
하다. 특성화고등학교를 잠시 고려해보았던 학생 중에서도 그냥 일반고로 진학하는 경
우가 많았다.
가가중학교 학생들이 대체로 일반고 진학을 선택하지만, 일반고로 진학한다고 해서 선
택의 과정이 없는 것이 아니다. 고등학교를 3순위까지 선택해서 지망하기 때문에, 학생
들은 나름의 선택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개인차가 있기는 하지만 지망 고등학교를 선택
하는 과정에서 많은 고민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부모와 갈등을 겪는 학생들도 있었다.
이 과정에서 특히 남학생과 여학생 사이의 성차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지망 고교를 선
택하는 과정에서 주요하게 나타나는 양상은 고교 선택이 학생의 적극적인 선택을 반영하
기보다는 소극적인 회피를 반영한다는 점이다. 즉 ‘이 학교의 이러이러한 점이 좋아서
이 학교를 지원한다.’는 경우보다는 ‘이 학교는 이러이러한 점이 힘들 것 같아 제외시킨
다.’는 식의 선택이 일어난다. 이 때 주로 선택의 준거가 되는 것은 내신 경쟁이었다.
가가중학교 남학생들의 경우 큰 고민 없이 인근의 사립 고등학교를 지망하는 경향이
강했다. 남학생들은 여학생들에 비해 내신이 불리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남녀공학을 기
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그렇기 때문에 남자고등학교 중에서 각자의 선호에 따라 무난
하게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반면 여학생들의 경우 고등학교 진학과 관
련해서 고민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입시 실적이 좋고 학업 분위기가 좋
다고 알려진 사립 여자고등학교의 경우 내신 부담이 크다는 점 때문에 회피하는 경향이
컸다. 적지 않은 여학생들이 내신 경쟁을 피하기 위해 내신 따기는 쉽지만 평판이 안 좋
고 대입 실적이 매우 열악한 인근의 남녀공학 공립 고등학교에 지원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때 가가중학교 여학생들이 지망 고등학교를 결정하는 과정은 자신이 어떤 종류의 사
람인지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와 강하게 결합하는 양상을 보였다. 자신이 분위기에 휩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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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성향인지, 주변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사람인지, 치열한 경쟁
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인지, 쉽게 포기하는 성향인지 등을 자문하면서 고등학교를 결정하
는 경향이 나타났다.
나) 대학입시에 좀 더 유리한 특별한 고등학교 진학: 나나중학교
나나중학교에서는 1학년 1학기가 종료되고 여름방학 시점에 실시한 면담에서 고등학
교 진학 계획에 대해서 물었을 때, 총 12명 중에서 3명이 과고, 5명이 외고나 전국형
자사고 라고 말했으며 일반계고는 2명, 특성화고는 1명, 잘 모르겠다가 1명이었다. 물론
이들에게 원하는 고등학교 입학이 절체절명의 과업이라고 볼 수는 없었다. 도전해 보고
안 되면 일반계 고등학교로 가겠다는 마음을 밑바닥에 깔고 있었다. 하지만 다수의 학생
들이 성적 최상위권, 혹은 상위권이 갈 수 있는 ‘특별한’ 고등학교 진학을 목표로 삼은
이유는 조금 더 대학 입시에 유리한 곳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고 목표를 다소 높게 잡으
면 그 목표를 향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목표로 삼은 고등학교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 그 목표가 무조건 달성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측면에서 노력의 경주 속에서도 일말의 여유는 있어 보였다.
이처럼 고입 전형이 있는 학교를 고려하였기에 이들은 중학교 생활을 하면서도 학교생
활기록부에 대한 다각도의 전략을 펼쳤다. 구체적으로 학급회장 등 임원역할 맡기, 수업
시간에 졸지 않기, 자율동아리 운영과 참여, 수행평가에서 높은 점수 받기, 벌점 차감하
기 등에 대한 관심은 그것이 학생부에 어떻게 기록될 수 있는가와 연결되어 있었다. 중학
교 1, 2, 3학년 모든 내신 점수가 반영되는 전국형 자사고 등 특별한 학교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경우에는 단 한 번의 중간‧기말고사를 잘 못 보더라도 학생들은 이미 “망했다”고
생각하기도 했다.
고등학교 입시 결과를 받아들이는 태도와 관련해서는 일반계 고등학교 지원 시에도 1
지망, 2지망 등이 있지만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심리적 타격을 입는 경우는 잘 보이
지 않았다. 단순한 운의 문제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학고나 전국형 자사고 등
선발 기제가 있는 입시에 도전했던 학생들에게는 그 결과가 심각하게 다가왔다. 특히 합
격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많은 준비를 한 경우에는 더욱 그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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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미리 경험해보는 고3’: 다다중학교 3학년
다다중학교 학생들에게서 주목할 부분은 중3 시기에 적극적으로 ‘고등학교 선택’에 나
선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특목고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고입 준비 단계를
거치게 된다. 이는 다다중학교 학생들이 한번쯤은 경험하는 통과 의례라고 보였다. 이는
특목고 지원을 준비하는 학원에 다녀보는 것, 전형에 지원해서 자기소개서를 쓰고 면접
을 치르는 것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이었다. 합격한다면 좋지만 떨어지더라도 특
목고 등을 준비하고 지원하는 것 자체가 대학입시를 미리 경험해본다는 측면에서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것이다. 한편, 다다중학교 학생들 중 직업계고에 진학한 학생은 한 명도
없었으며, 준비 단계에서 직업계고를 고려한 학생들도 없었다. 고입에서 직업계고를 선
택한다는 것은 이후 사회에서의 진로까지 어느 정도 규정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다다
중학교 학생들은 대학 및 대학원을 필수로 여기기 때문에 고등학교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학교이며, 미래의 구체적인 진로 선택은 유예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017년(중1)
및 2019년(중3)에 실시한 진로성숙도 결과를 보면 이러한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다다
중학교 학생들의 진로 확신성은 48.08에서 45.27로, 진로 준비성은 48.67에서 47.09로
떨어지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중학교 1학년 시기에 자유학기제를 통해 진로에 대해
한번쯤 생각을 해보지만, 3학년이 되어 고등학교 진학을 목전에 두고는 오히려 진로 확
신성과 진로 준비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 고교입시에서의 제한된 대안: 라라중학교
라라중학교 학생들은 주변 고등학교 수가 매우 제한되어 있고 다른 지역으로의 진학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다른 중학교 학생들에 비해 고교 입시에 대한 두려움을 일찍이
체감하였다. 3학년이 되자 “이제 3학년이니 공부 좀 해야지”라는 생각을 학생들 스스로
하게 되면서 학교분위기는 온통 ‘고교진학’으로 수렴하게 되었다. 3학년에 올라오면서 1,
2학년에 비해 내신 비중이 높다는 점과 내신으로 고등학교 입시가 결정되는 지역 특성에

따라 조금이라도 성적을 올려보려는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하였다. 라라중학교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희망하는 진학 고교는 4개의 일반고와 ‘마이스터고(의약, 상업),’,
‘△△상고’이다. 공부 잘하는 학생은 대도시를 나간다는 것은 옛말이 되고 대부분 수시로

대학을 가는 것을 선호하다보니 권내 일반고 진학을 선호하였다. 또한 권내 학생 전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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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졸업 후 인근 공업단지의 그럴듯한 회사에 100%로 취업할 수 있다는 마이스터고에
대한 인기도 높았다. 반면에 최근 몇 년간 권내 5개 고등학교를 제외하고 특목고를 진학
한 학생의 수는 거의 없었다.
제한된 5개의 군내 고등학교에 배정되는 것이 가장 최선의 진학 대안이라고 생각하는
라라중학교 학생들의 고교 선택과정은 대학에 가려는 학생과 취업을 하려는 학생들이 자
신의 내신과 부합하는 방향으로 일반고와 특성화고를 고민하고 이후, 자신의 학업 특성,
성공가능성, 거주지, 부모의 지원 등을 기초로 하여 권내의 고등학교 1개교를 선택하게
되는 비교적 다른 지역의 학생들에 비해 단순한 의사결정 과정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러
한 전 과정에 가장 중요한 변수는 결국 중학교 내신이 된다. 이러한 진로 특성 역시 중학
교 1학년 시기의 진로탐색검사 결과에서도 나타났는데 다른 학교 학생들에 비해 라라중
학교 학생들은 낮은 목적성과 준비성에 비해 진로발달에 있어 결정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평균 54.33)를 보였다. 이는 라라중학교 학생들이 진로에 대해 현실적인 이유로 진
로를 선택하는 반면에 실제 다양한 정보를 탐색하고 진로를 결정하고자 하는 관심은 낮
으며 이미 자신의 관련 진로에 대해 결정했을 가능성이 큼을 시사해주는 결과이다. 그러
나 높은 진로결정성은 라라중학교 학생들이 이미 진로를 결정했다고 보기 보다는 다양한
진로관련 대안을 갖기 힘든 상황 속에서 ‘이미 주어진 결정’의 상황으로 인해 나타난 결
과일 수 있다는 사실 즉, 고교입시에서의 제한된 대안에서 기인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마) 희망 진로와 현재의 괴리
가가중학교 학생들의 꿈이 다채롭기는 하지만, 자신이 희망하는 진로를 실현시키기 위
해 현재 시점에서 필요한 노력을 기울이는 예는 드물었다. 성적이 높고 가족의 지원 및
지지가 충분한 경우, 외교관이나 과학자가 되기 위해서 현재 학업을 충실히 수행하는 사
례는 있었다. 그러나 그 밖의 경우, 가령 약사가 되고 싶다고 한 학생이 약학대학의 진학
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알아본다든지 교사가 되기 위해 학업에 열심히 임한다든지 하는
예는 드물었다. 특히 학업성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업군의 경우, 가령 파티셰나
래퍼, 프로게이머 등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빵을 만든다든지 랩을 만들고 연습하며, 게임
에 직업적인 전망을 가지고 노력한다든지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이는 가가중학교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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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들이 진로에 대한 희망을 진로포부의 차원에서 의미 있게 발전시켜나가고 있다기보다
는 단순한 선호의 차원에서 고려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한국의 중학교 과정에서 학업성적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직업군을 희망할 경우, 학업
을 무시하고 해당 직업을 갖기 위해 몰두하고 전념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
다고 할 수 있다.
라라중학교 1학년 학생들 역시 장래 희망을 별로 생각해본 적이 없거나 있다 해도 중
학교에 올라오면서 자연스레 장래 희망이 바뀌거나 없어지는 것이 빈번했다. 몇몇 학생
들은 자신의 적성이나 관심사에 맞추어 디자이너, 화가, 국어교사, 운동선수 등과 같이
구체적인 희망을 이야기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그 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탐색해보
거나 실현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한 학생들은 드물었다. 이러한 진로탐색 및 성
숙과 관련된 라라중학교 학생들의 특성은 2017년 실시된 진로성숙도검사 결과에서도 다
른 학교들에 비해 낮은 목적성과 준비성의 점수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사례수가 많
지 않아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지만 2017년 중학교 1학년 시기에 실시된 U&I 진로탐
색 검사에서 개인이 자신의 진로를 선택함으로써 구체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
엇인가를 확인하는 진로목적성(평균 46.25)과 자신이 선택한 진로에서 앞으로 얼마나 성
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개인적 확신 정도를 측정하는 준비성(평균 48.50)에서 다른 3개
학교에 비해 낮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이는 라라중학교 학생들이 자아개발, 타인 및 사회
에 대한 봉사보다는 현실적인 욕구에서 자신의 진로를 생각하고 있으며 진로결정에 필요
한 사전이해 준비 및 계획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음을 보여준다.
바) 취약한 진학 정보
라라중학교의 경우 고등학교 입시에 대한 정보는 주로 어머니와 선배들의 입소문으로
전달되었다. 고등학교가 모두 인근에 위치하고 이미 이웃의 선배들이 진학한 학교이다
보니 대부분의 입시정보는 ‘어머니 친구의 딸이나 아들의 진학기’형태로 전달되거나 고
등학교에 진학한 ‘선배의 입소문’으로 전달되었다. 중학교 3학년이 되자마자 학생이나
학부모는 담임교사를 비롯한 진로교사에게서 다양한 진학정보를 전달받기를 원하고 또
기대하였다. 그러나 실제 고등학교 입학 원서를 쓰는 2학기에 들어서 간단한 면담을 통
한 원서 작성 외에 학교에서 진학과 관련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불만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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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논의 및 제언
1. 논의
2. 제언

중학생의 성장과정 분석: 학교, 가정, 지역사회를 중심으로(Ⅳ)

Ⅱ

논의 및 제언

지금까지 지난 4년간 4개 중학교 학생들의 학교, 가정, 지역사회에서의 생활과 경험을
추적하고, 학년 별로 관계, 정체성, 진로라는 핵심주제로 살펴본 그들의 성장과정을 종합
하여 제시하였다. 본 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기초로 ‘중학생의 성장’의 측면에서 좀 더 논
의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고, 우리나라 중학생들의 올바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후속
적으로 추진해야 할 연구들과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논의

연구 결과 학생들은 중학생 시기를 지나오면서 인지적, 정의적, 신체적으로 많은 성장
을 했음을 알 수 있었다. 먼저 지난 4년 동안 신체적으로 많이 성장했음을 연구진들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시기 청소년들의 급속한 신체적 성장은 서정석․조주연․이
영식(1999: 212)의 연구나 김기학․정진국․이진훈(1999: 62)의 연구에서도 생물학적 측면
에서 설명하고 있다. 연구에 참여했던 학생들은 자신의 키가 초등학교 때보다 몰라보게
커지면서, 바라보는 세계가 달라지고 자신이 그만큼 성장했다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더
이상 어린이가 아니라는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정립해 나갔다.
이 시기에는 신체적 성장뿐 아니라 인지적으로도 많이 성장하게 된다. 피아제(Piaget)
의 인지발달단계에 의하면 이 시기 학생들의 대부분은 형식적 조작기에 들어서게 된다.
즉 논리적 추론과 추상적 문제에 대한 사고가 가능해지며 이 같은 인지 발달은 다양한
상황에서의 문제해결을 가능하게 한다. 실제로 연구에 참여했던 학생들은 중학교 입학
당시 세웠던 자신의 진로 계획에 대하여 각자의 가정형편, 학업성취도 수준, 자신의 흥미
나 적성 등을 고려하여 진로계획이나 학업계획을 수정하는 등 자신의 개인적 특성과 환
경적 특성 등 다면적인 요인을 고려하면서 진로 또는 고등학교 진학이라는 문제상황을
해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양난미․박현주․이동귀(2014: 15-16)는 청소년기
학습자는 인지적 능력이 증가함에 따라 이전보다 더 빈번하게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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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 결과 주변인과의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였는데, 실제로 중학교 2학년 학생들
은 부모, 친구들이나 교사와의 갈등이 심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청소년기의 불균형
적인 뇌 발달 양상은 청소년의 충동 행동을 증가하도록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았는데(김성일, 2013: 29, 52), 이런 면에서 보면 중학생들에게 나타나는 ‘중2병’도 청
소년 발달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다.
학생들은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상당히 큰 학습과정의 변화를 경험하였다. 교과별로 교
사가 다른 수업과 자유학기제를 경험하고, 중학교 2학년이 되면서는 자신의 학업성취도
수준을 처음 알게 되었다. 자신의 학업성취도 수준을 알게 되면서 진로에 대한 포부수준
이 저하되고, 자존감도 낮아지고 학습동기도 약화되지만 자신의 흥미나 적성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되고 자신의 상황과 환경 여건을 돌아보며 진로계획을 세우고 또 수정하기도
하였다.
부모, 선생님, 친구들과의 관계, 스스로 인식하는 자아정체성, 진로에 대한 연구 참여
중학생들의 인식과 사고의 성장과정을 보면, 학생들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계없
이 부모를 가장 편안한 존재, 끝까지 자신들을 지지해 줄 존재로 생각하고 있었다. 다만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부모와의 관계보다는 친구와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더 자립적으
로 성장하였다. 중학생들에게 있어 ‘학교는 친구를 만날 수 있어 좋은 곳’이며, 친구와의
관계는 모든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로 이를 통해 인간관계의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다. 또한 선후배라는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면서 중학생들의 인간관계의 범위가 확장
되었다. 중학교 2학년 때에는 교사와의 갈등이 최고조를 이루지만 3학년이 되어 진로와
학업에 집중하면서 교사와의 갈등은 줄어들고 성숙한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 중학생들의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가족, 친구 또는 또래집단, 학교 성적, 신체적 특징, 성,
사는 지역 등으로 나타났다. 중학생들이 인식하는 공통적인 자아정체성은 ‘가정의 구성
원’, ‘또래집단의 전형성을 공유하는 평범한 학생’, ‘공부하는 사람’으로 고등학교 진학
더 나아가 대학 진학을 위해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하는 존재이다. 그러나 중학교 2학년이
되어 자신의 학업성취도 수준을 처음 알게 되면서 포부수준이 낮아지고 자아개념이 부정
적으로 변화하며, 동기도 약화된다. 특히 원하는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경우 좌절감
에 빠지는데 이 또한 하나의 성장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다. 중학생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
한 진로의 핵심 주제는 ‘고교 진학’이었다. 그러나 고학년이 되면서 학업성적과 연계된
진로 포부수준은 낮아지고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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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년간 학교, 가정,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중학생의 성장과정을 분석한
결과, 학생들은 중학생 시기를 지나오면서 인지적, 정의적, 신체적으로 괄목할만한 성장
을 하였다. 또 연구대상 학생들을 둘러싼 부모, 형제, 또래, 선후배, 교사 등 인간관계
구조의 변화와 관계범위의 확장, 관계기술 수준의 발달 등 관계 측면에서도 많은 성장을
하였다. 중학생 시기는 아직도 역할 혼미로 정체성이 불분명한 경우도 있으나 점차 정체
성이 구체화됨을 알 수 있었고,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환경, 또 미래와의 관계 등을 고려
하여 진로계획을 수립하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또는 현실을 고려하여 진로계획을 수정하
는 등 많은 성장을 했음을 알 수 있었다. 학생들은 아직 완전한 성장을 하지 못했지만
성숙한 인격체로서 성장해나가는 과정 중에 있고, 그 과정 중에 다양한 선택지와 결정의
상황에서 환경과 자신의 특성을 고려하며 스스로 더 나은 성장과 발달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더 나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어떻게 해
야 하는지를 터득하고, 선생님들과의 갈등 상황을 경험하다가도 3학년이 되면 갈등을 조
절해 나가는 모습을 보였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진로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자신의 상황
에 맞게 진로계획을 수정하기도 하였다. 자신에 대한 인식이 명료해질수록 좌절하고 포
부수준이 낮아지는 것도 경험했지만 그 또한 성장의 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다.
성장과 발달의 주체는 학생이고, 중학생 학습자는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학습자 스스
로 최적의 환경을 선택, 조성, 적응할 수 있는 자기주도적 존재다. 이러한 자기주도적 학
습자들의 긍정적 성장을 위해 우리는 많은 교육적 시도를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교육
적 목적을 가지고 시도하는 여러 가지 제도나 정책들이 우리 중학생들이 행복하게 성장
하도록 도와주고 있는지는 성찰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중학생들의 성장을 바라
보며 한편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이 생겼다.
첫째, 우리나라 중학생들은 균형 잡힌 성장을 하고 있는가?
급격한 신체 발달에 비해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중학생들에 대한 역할 기대 등에 있어
서는 차이가 있어 이미 청소년 발달 단계 상 균형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러한 측면
의 불균형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중학생들의 교육적 경험에 따른 지․덕․체의 조화로운 성
장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부분이 있다. 즉 지나치게 인지적 성장에 모든 교육적 관심이
편중되어 있다. 학교 학습과 사교육을 통한 학습, 귀가 후에도 이어지는 학습은 모든 하
루의 경험이 인지적 영역의 학습에 치우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학생들의 정신 건강
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학교학습과 사교육기관에서의 학습으로 휴식과 여가를 즐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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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는 학생들은 수면 부족과 만성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어 조화로운 성장을 기대하
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극심한 경쟁체제 하에 성장의 결과를 성적으로 판단하고 있어
이들의 지․덕․체의 조화로운 발달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둘째, 국가나 사회구조, 교육체제와 같이 중학생들을 둘러싼 거시적 환경은 중학생들
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와주고 있는가?
연구 결과 중학생들의 학교, 가정, 지역사회 배경에 따른 학생들의 경험치의 차이는
엄연히 존재하고 있어 사회경제적 배경을 무시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었다. 네 학교의 서
로 다른 모습은 각자의 곳에서의 사회화 양상이 다르게 드러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지역이나 가정, 학교의 특성을 인정하되 중학생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적
환경의 교육체제, 사회구조는 그러한 차이를 상쇄시키고 균형 있는 성장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주어야 할 것이다. 이에는 물질적 지원 뿐 아니라 제도적 지원이 선행되
어야 하는데, 그러한 정책적 지원 방안에 대하여는 ‘2절. 제언’에 제시하겠다.
셋째, 중학생 성장의 가장 기반이 되는 학부모의 인식변화는 어떻게 유도할 수 있을까?
중학생들의 균형 잡힌 올바른 성장을 위해 교육제도, 복지제도, 사회제도 등이 세심하
게 설계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중학생들의 성장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가정, 부모의
삶이다. 가정을 건강하게 함으로써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학부모의 인식
변화는 어떻게 유도할 수 있을 것인가?
넷째, 중학생에게 있어 행복한 성장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행복감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Seligman(2011)은 긍정적 정서(positive emotion), 몰입
(engagement), 긍정적 인간관계(positive relationship), 긍정적 존재감(positive meaning),

성취감(accomplishment)의 5대 요소를 들고 있다. 본 연구 결과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
중학생들은 지나치게 성적으로 고민하고 있으며 이는 이혜영 외(2012)의 연구에 의해서
도 지지되고 있다. 이렇게 성적에 몰두하는 데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나 대학 진학을
포함한 진로, 더 나아가 성공에 이르는 길에 가장 큰 영향요인이 성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학교교육에서 학업성취도가 높은 학생들은 긍정적 정서, 긍정적
존재감, 성취감을 경험할 기회가 많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중학생들의 행복한 성장이란 지․덕․체의 조화로운 발달이며, 명료한 자아정체성의 확립,
긍정적 자아개념, 주변인과의 건강한 관계 맺음, 자신과 환경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이를
바탕으로 자신과 환경을 조절할 수 있는 자기주도성의 함양 등이라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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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으로는 다음과 같은 질문도 생겼다. 더 넓은 세상이 있고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넓은 세상과 더 큰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게끔 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 아니면 내가 가질 수 있는 만큼의 분량에 만족하는 것이 행복일까?
공교육의 역할은 더 넓은 세상이 있다는 것을 깨우쳐주는 것이 아닐까? 중학생이 되면서
부터 좌절, 상실감, 부정적 자아개념을 경험하는 학생들은 어디에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복지정책의 세심한 설계의 필요성이 있다. 물질적 지원이 성장의
내적 동기를 약화하는 요인이 되지 않도록, 또한 학생들을 둘러싼 환경에 의해 학습된
무기력이 나타나지 않도록, 결핍이 오히려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경계선에서 복지
정책의 묘미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다양한 특성을 가진 학생들이 각자의 삶을 영위
하는 것을 인정하되 적어도 신체적․인지적․정의적 특성이 발달과정 중에 있고, 무한한 발
전가능성을 내포한 중학생들인 만큼 중학생들에 대한 이해의 깊이를 더하는 노력을 하
고, 이들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다차원적인 요인들을 보완해준다면 조금 더 균형 잡히
고 행복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제 다음 절에서 우리나라 중학생들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학생들을 더 이해하고 지
원할 수 있도록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과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2

제언21)

지난 4년간 학교, 가정,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중학생의 성장과정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중학생들은 중학교라는 학교급을 중심으로 국가 교육과정과 학제의 영향
을 받으며 많은 부분 유사한 삶의 유형을 살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들이
속한 학교, 가정, 지역사회 특성에 따라 또 매우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도 알 수
있었다. 이제 연구를 마무리하며 중학생들의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크게
네 가지 지향점을 가지고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과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학생들의 신체적, 인지적, 정의적 특성 변화에 대한 이해의 깊이를 더한다. 둘째, 중학생

21) 여기 제시하는 ‘제언’은 4년간의 연구를 종합한 결과에 기초한 제언으로서, 1차년도 연구부터 3차년도
연구 결과에 따른 ‘제언’은 각 보고서를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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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속한 학교, 가정, 지역사회의 특성으로 비롯되는 교육격차를 완화한다. 셋째, 중학
생들이 속한 학교, 가정, 지역사회의 특성이 주는 긍정적 요인을 강화한다. 넷째, 우리나
라 보통의 중학생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중학교 교육의 내실화 방안
을 모색한다. 이러한 지향점을 가진 제언들은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중학생들의 건강한
삶과 긍정적 성장을 위해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가.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1) 중학생의 인지적, 정의적 특성에 대한 심리검사 결과 심층 분석

가) 가정, 학교, 지역사회 특성이 학습자의 학습전략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4개 학교의 연구 참여 학생들에 대한 이해를 더하고, 연구 참여 학생들 스스로도 자신

들을 발견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총 3회 심리검사를 실시하였다. 1
학년 때는 학습영역검사와 진로영역검사를, 2학년 때는 성격영역검사를, 3학년 때는 1학
년 때 실시했던 학습영역검사와 진로영역검사를 실시하여 그 차이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사례 수가 적어 일반화가 어려우며, 개인적 특성이 드러날 수 있어 연구 보고서에 별도의
장으로 분류하여 검사 분석 결과를 담지는 않았다.
그러나 1학년 때의 학습영역검사 결과에 의하면 연구 참여 학생들 모두 학습영역의
성격특성이나 동기특성에서 표준이상으로 높은 것으로 나왔지만 특히 나나중학교 학생
들의 경우 학업에 대한 ‘효능감’, 노력을 했을 때 긍정적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결과 기
대’, 계획한 것을 끝까지 해내려는 ‘성실성’ 과 같은 학습영역에서의 성격특성이 다른 학
교 학생들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습동기’나 ‘경쟁동기’와 같은 학습영역
에서의 동기특성도 다른 학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 중산층 지역에 있는 나나중학교 학생들의 가정, 학교, 지역사회의 어떠한 요인들
이 이 학생들의 학습영역에서의 성격특성과 동기특성을 다른 학교 학생들보다 높일 수
있었는지에 대한 보다 면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나) 시간경과에 따른 중학생들의 학습전략 추이 분석
2017년도와 2019년도에 학습영역검사를 실시하여 연도별로 학습영역에서의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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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지 분석한 결과 네 학교 학생들 모두 학습영역에서의 성격특성이 낮아진 것으로 나
타났다. 즉 중학교 과정을 거치면서 학습에 대한 효능감, 긍정적인 결과에 대한 기대 및
신념, 학습과 관련된 계획을 세우고 스스로 노력하고자 하는 측면에서의 특성들이 감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동기 특성의 경우 학습의 내재적 동기를 측정하는 ‘학습’요인의
점수가 네 학교 모두에서 다소 낮아졌으며, ‘경쟁’동기 역시 네 학교에서 모두 낮아져 공
부하고자 하는 의욕이 1학년 때에 비해 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학생들의 성장과정 분석 결과 고학년이 될수록 포부수준,
자신감 등이 모두 낮아지는 것과도 유사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중학생들이 고학년
이 될수록 학습영역에서의 특성들이 어떻게 변화하며,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지에 대
한 면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다) 가정, 학교, 지역사회 특성이 학습자의 진로성숙도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2017년에 실시한 진로영역검사 결과를 보면 진로성숙도의 모든 하위요인에서 나나중

이 다른 학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특히 나나중의 경우 준비성에서
다른 또래집단에 비해 1 표준편차 이상 높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나나중의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정보를 많이 접하고 진로를 준비하고 계획하는
활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겠다. 중학교 1학년 시기에 다른 모든 학교들도
자유학기제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나중학교 학생들의 어떠한 환경이 이 학생들
의 진로성숙도 수준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세심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라) 시간 경과에 따른 중학생의 진로성숙도 추이 분석
2017년과 2019년에 실시한 진로성숙도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2017년에

는 준비성에서 나나중이 나머지 세 학교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2019년
도에 실시한 자료 분석에서는 진로성숙도의 모든 하위요인에서 학교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나나중학교 학생들이 1학년 시기에 진로와 관련된 다양한 진로정보를 습득
하고 진로와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 및 준비 활동을 한데 비해 3학년 시기에는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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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이 다른 세 학교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는지 보다 면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2) 고등학생 성장과정 분석 연구

본 연구는 중학생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던 시기에 기획 추진되었던 연구
로서 이와 같은 연구는 초등학교 또는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도 수행될 필요가 있
다. 본 연구에 참여했던 학생들은 중학교 졸업 후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일반계고, 특목
고, 해외유학 등 다양한 유형의 고등학교로 진학하였다. 고등학생들은 그 삶과 성장과정
에 있어 중학생들과는 또 다른 특징들을 보여줄 것이며, 학교특성이 그들의 진로와 성장
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보다 더 큰 통찰을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이러한
연구 결과로 고등학교 다양화 정책에 따른 고등학생 성장과정을 진단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고등학교 진학이 중학생들 진로의 최대 관심사인만큼 중학교 학생들의 성장에 긍
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도에 대한 단초를 제공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3) 교육격차 실태 및 영향 요인 분석

연구대상이었던 4개 학교의 중학생들은 많은 공통점이 있는 유사한 생활을 하면서도
각 학생들이 속한 학교, 가정, 지역사회의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모습으로 성장하고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배경 변인은 학생들이 서로 다른 포부수준, 선택의 범위, 경험
의 기회 등에 있어 차이가 있는 삶을 살게 한다. 교육격차 실태를 종합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 소득계층에 따른 학업성취도 격차는 최근으로 오면서 좀 더 심화되고 있는 경향
을 보였고, 학교급이 초등에서 중등으로 올라가면서 소득 계층 간 격차가 확대되는 모습
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박경호 외, 2017: 90). 10년 주기 코호트 간 비교를 통한 중
학생의 교육경험과 교육성과를 분석한 ‘2018 한국교육종단연구’ 결과를 보면, 2005코호
트와 2013코호트 모두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더 많은 학업적 지원과 정서적 지
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역규모에 따른 차이도 유의하고 지역이 클수록 평균이 높
아지는 경향이 2005코호트와 2013코호트에서 모두 발견되었으나 후자의 경우 그 정도
가 매우 뚜렷한 것으로 나타나(남궁지영 외, 2018: 33-35),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격차
가 더 심화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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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이었던 4개 학교 학생들의 서로 다른 모습은 각자가 속한 곳에서 사회화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 모습을 그대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다만 중학생들이 지금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상상할 수 있는 세상보다 더 넓은 세상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가능한
부분에 있어 평등한 출발점을 보장해주고 사회화 양상의 간극을 좁혀줌으로써 그들의 삶
의 원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 공교육의 역할이 아닐까 한다.
학생들의 가정, 학교, 지역사회 특성에 따른 교육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육
격차 실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즉 본 연구에서 보면 4개 학교 간에 진로정보
의 격차, 문화예술 향유의 격차, 교육기회나 여건 등에 차이가 나타나는데 이에 대한 정
확한 실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육격차 발생 원인과 추이 분석, 교육격
차 영향 요인 분석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 중학생들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저해하는 요인에 대한 연구
4개 학교 학생들은 공통적으로 학교교육 외에 하루 일과의 거의 대부분을 사교육 기관

에서 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휴식과 수면시간의 절대적인 부족으로 만성 피
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비단 중학생 뿐 아니라 고등학생들도 수면부족과 학업
스트레스에 시달리겠지만 학생들이 자신의 학업성취도 수준을 처음 ‘성적’이라는 것으로
경험하게 되는 중학생 시기는 그 충격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중학생들의 수면 실태,
수면과 학업성취도 수준, 수면과 학생들의 스트레스 수준 등에 대한 정교한 연구가 필요
하다.
또한 사교육기관을 전전하는 틈틈이 스마트폰을 통한 유튜브 시청이나 늦은 밤까지 계
속되는 유튜브 시청은 특별히 여가활동을 할 수 없는 요즘의 중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오락이요 여가활동이다. 온라인에서 세상을 만남으로써 소규모 지역에서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큰 장점이자 바람직한 일이지만 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유튜
브 시청은 걸러지지 않은 정보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그대로 노출된다는 점에서 문제
가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이러한 스마트폰과 유튜브 시청이 학생들의 신체적, 정
의적, 인지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으며, 유튜브의 각종 유해
정보를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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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여학생들의 꾸밈노동에 과도한 시간 소비, 학생들의 학교 등교 및 수업 태만
등의 원인 분석 등 건강한 학교생활을 저해하는 다양한 요인에 대한 분석연구가 필요하다.

이 외에도 본 연구가 소규모 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례연구이므로 전체 중학생을 대상
으로 중학생의 성장과정 특징을 분석하는 연구를 기획할 필요가 있다.

나. 정책적 제언
1) 교육격차 완화 측면

본 연구 결과 4개 학교 학생들의 경우 가정, 학교, 지역사회 특성에 따라 교육기회,
교육 선택의 기회, 문화예술 향유 기회, 진로 정보 등에 있어 서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학생들의 가정, 학교, 지역사회 특성에 따른 교육격차를 완화해줌으로
써 보다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성장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가) 기초학력보장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하면서 학생들은 교육내용, 방법, 학교문화 등 이전과는
상당히 많이 변화된 교육환경에 노출된다. 그런데 1학년 1학기에 자유학기를 실시하면서
지필평가를 하지 않다가 중학교 2학년이 되어서야 학생들은 자신의 ‘성적’을 알고 충격
을 받게 된다. 학업성취도 측면에서 ‘자신’의 위치를 알게 되고 좌절, 낙심, 불안 등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현직 중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한 면담 결과, 중학교
에서 학업성취도 0%인 학생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학습해야 할
교육내용은 심화되고 양도 증가하기 때문에 학습부진의 원인을 파악하고 기초학력을 보
장함으로써 평등한 출발점을 보장해 줄 수 있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을 국정과제로 하여 기초학력보장법
을 제정하고 기초학력 보장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반대
의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2020 서울학생 기
초학력 보장 방안’을 마련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초등학교 2학년 때 집중학년제를 운
영하여 기초학력 부진 조기 예방,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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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초학력진단검사 실시, 중학교 기본학력 보장을 위한 책임지도제 확대, 복합요인의
학습지원 대상 학생에 대한 전문적 지원, 현장밀착형 전문가 지원을 위한 지역별 학습도
움센터 구축 등이 포함된다(서울시교육청, 2019. 09. 05.일자 보도자료). 그러나 교직원
단체나 일부 학부모단체에서는 부진학생에 대한 낙인효과나 사교육 증가 등의 이유로 반
대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서울신문, 2019. 09. 12.).
학습결손의 누적은 학생들의 정의적, 인지적 특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다.
또한 상급학교로 갈수록 기초학력부진 부분에 대한 보정은 더욱 어려워지므로 낙인효과,
학교서열화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되 기초학력보장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것
이다.
나) 균등한 진로교육기회 제공 및 고등학교 진학상담 강화
Ⅰ장에 제시한 것처럼 도시 고소득층의 다다중학교 학생들의 진로계획의 특징은 ‘부
모’와 맞닿아 있다. 부모의 직업을 미래 직업으로 희망하고, 진로에 대해 부모와 함께 고
민하고 계획하고 있었다. 반면에 읍면지역의 라라중학교 학부모들은 주로 농공단지를 터
전으로 하는 산업체 근로자이거나 소규모 상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은 자녀
의 고교진학을 앞두고 진학 정보를 어디서 어떻게 수집할 수 있는지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자녀들 또한 가족 내에서 진로와 관련된 롤모델을 찾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 교육종단연구’를 보면 중학교 시기의 고교 진학 계획이 고교 유형별 진학에 가

장 결정적인 영향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남궁지영 외, 2018: 182). 가정에 따라 고교
입시관련 정보나 진로계획 수립에 필요한 정보의 격차가 분명히 존재한다. 가정에서 충
분한 진로, 진학정보를 접할 수 없어 진로 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의 경우 학
교에서 이러한 역할을 충분히 해주어야 한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로 볼 때 학교에서 진로
정보나 진로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에서 정보를 전달
하는 방식도 매우 불친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고입정보포털(www.hischool.go.kr)
을 보면 고교입시정보가 매우 잘 정리되어있고 각 지역별 취업지원센터나 특성화고, 마
이스터고에 대한 포털, 각 지역별 진로진학지원세터와 링크가 되어 있어 고등학교 진학
에 대한 정보는 상세하게 접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나 문제는 개별 학생들이 수많은
정보 중 ‘나’에게 적합한 정보를 찾아내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학생 개개인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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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환경, 적성, 흥미, 성적 등에 적합한 진로를 탐색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이를 상담해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어야 한다.
지난 2011년 9월 학기부터 진로진학상담교사 1,500명의 정식 발령을 시작으로(교육과
학기술부, 2011. 09. 09.일자 보도자료) 2019년 현재 중고등학교에 진로진학상담교사가
교당 1명씩 배치되어 있다. 하지만 진로진학상담교사에 따라 실제 진로 체험만 담당하는
경우도 있어 진로진학지도에 교사별 학교별 차이가 있다. 진로진학상담교사 혼자서 전교
생의 진로진학상담을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담임 및 교과 교사가 학생들의
진로진학상담을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밀접히 연계하여야 할 것
이다. 또한 학생이 자신의 적성, 진로에 맞는 고등학교로 진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중
학교 1, 2학년부터 상급학교 진학에 따른 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등학교 진학상담
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다) 특성화고 육성 및 특성화고 입시전형 개선
대학진학보다는 취업을 희망하거나 또는 성적이 인문계고 교육을 통해 대학진학이 어
려울 것 같은 학생들은 특성화고로 진학한다. 실제 본 연구대상인 가가중학교의 경우
한 학급 당 대체로 20% 가량의 학생들이 특성화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있지만 면담에 참
여했던 교사는 특성화고의 인기가 하락하고 있다고 했다. 실제로 2019년 9월 1일 서울
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특성화고 학생 708명이 일반고로 전학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5년 간 특성화고에서 일반고로 전학한 학생은 연평균 750여명인 것으로 조사되었
다(연합뉴스, 2019. 09 .01.). 이렇게 특성화고를 떠나는 원인 중 하나는 취업률 하락으
로, 실제 정부가 고졸취업과 특성화고 육성에 소홀했다는 지적이다(베리타스알파,
2019. 09. 02.). 특성화고 졸업생의 취업률은 지난 5년간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어 2015

년 72.4%였던 취업률은 2019년 현재 54.8%로 조사되었다(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
비스, 2019. 09.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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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특성화고 졸업생 취업률
연도

학제

졸업자

진학자

취업자

입대자

기타

취업률

2015

특성화고(직업)

100,941

36,028

46,760

347

17,806

72.4

2016

특성화고(직업)

100,337

34,778

46,716

420

18,423

71.7

2017

특성화고(직업)

95,131

30,839

47,946

425

15,921

75.1

2018

특성화고(직업)

90,921

32,372

37,954

484

20,111

65.4

2019

특성화고(직업)

89,146

37,642

27,865

693

22,946

54.8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제공자료(2019. 09. 09.)

둘째는 학생들이 직업계고로 진학하는 이유인 ‘빠른 취업 기회’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실질적 정책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특히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의 예산이 삭감됐으며,
교육감들은 자사고나 외고 폐지를 강조하고 경쟁적으로 혁신학교 확대에 몰두하고 있다
는 것이다(베리타스알파, 2019. 09. 02.).
셋째, 선취업후진학이 가능하도록 한 재직자 전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선취업후진학전형 대학 재정지원사업’, ‘선취업후학습 우수기업인증제
도입 정책자금지원’ 등의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교사들과의 면담 결과 실제 기업
현장에서는 연봉협상 문제로 재직자 전형을 허락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재직자 전형의
경우 회사를 중도에서 퇴사하면 안되기 때문에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자신들의 진로 계획에 따라 상급학교로 진학하게 된다. 특히 ‘빠른 취업’을
선택한 학생들이 내실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산업 수요에 맞춘 특성화된 직업교
육’을 해야 할 것이다. 최근 서울시 특성화고 중 8개교가 시대변화에 맞추어 교명을 변경
했는데, 예를 들어 고명경영고는 기존 외식경영과 외에도 디저트제과경영과와 카페경영
과, 국제관광과를 신설하고, 고명외식고로 교명을 바꿨다(연합뉴스, 2019. 08. 20). 산업
수요에 맞춘 교육내용의 변화, ‘빠른 취업’을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도록 정부의 특성화
고 육성정책이 요구된다. 이는 이를 준비하는 중학생들의 건강한 진로계획에 지대한 영
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한편 특성화고 입시는 내신 성적이나 해당 특성화교육 영역에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지원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중학교 교육을 통해 학교교육에서
특성화된 영역의 교육을 받을 수 없는 현재의 상황에서 이를 특성화고 입시에 반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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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옳은 것인지, 특성화 고등학교에 진학해서 기능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입학을 위해
기능을 갖추어야 하는 문제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
라) 사회통합전형의 확대 및 학교 내 교육의 다양성 확보
연구대상이었던 도시 고소득층의 다다중학교 학생들은 상당수의 학생들이 특목고 진
학을 희망하였다. 연구에 참여했던 13명의 학생 중 8명이 영재고, 특목고, 전국단위 자사
고 입시를 준비하였고, 5명은 실제로 지원하였으며, 최종적으로는 1명이 외고에 합격하
였다. 나나중학교 학생들의 경우 특목고 진학에 실패했을 때 크게 좌절하기도 하였으나
도시 저소득층의 가가중학교나 읍면지역의 라라중학교 학생들의 경우 특목고 진학은 아
예 염두에 두지도 않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018 교육종단연구’를 보면 가정의 사회․경
제적 지위는 경제, 문화, 사회자본 등 다양한 형태로 학생 특성에 매개되어 고등학교 유
형별 진학 격차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남궁지영 외, 2018: 181). 고등학교
진학과정은 학생의 가정배경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학습자의 인지적, 정의적 특성에 의해
결정되는 공정한 절차여야 한다. 연구가 마무리되어 가던 11월 초에 교육부는 2025년
3월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한다고 발표하였다(교육부 2019.11.07.일자

보도자료). 그 때까지라도 사회통합전형 확대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일
반고 전환 정책이 고교 교육의 획일화로 변질되지 않도록 학교 내에서 학습자 특성에
따른 고교교육의 다양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심한 설계가 필요하다.
마) 공교육 중심의 지속적인 예술교육 지원 기반 마련
지역사회라 하면 거주 지역 또는 학교 소재 지역을 말할 수 있으나 중학생들과 관련해
서는 좀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중학생들에게 지역사회는 이미 온라
인 세상으로까지 확대되어 있다. 문화적인 공간으로서 온라인 세상이 확대되면서, 학생
들이 생각하는 것이나 사고방식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들이 직접
체험하고 향유하는 문화 자본은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읍면지역
학교의 경우 국가나 지자체에서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단편적인 방
식의 물질적 지원이 아니라, 지역의 학교 안에서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문화생활을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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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또는 어떤 특기를 기를 수 있도록 질 높은 교육적 지원이 필요하며, 그러한 지원
이 지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바) 지역사회 맞춤형 학교와 교사를 위한 학교자치화
연구대상 학생들의 가정, 학교, 지역사회는 서로 다른 모습으로 학생들의 성장에 영향
을 주고 있었다. 읍면지역 라라중학교나 도시 저소득층의 가가중학교 학생들은 상대적으
로 도시 중산층의 나나중학교나 고소득층 다다중학교 학생들보다 포부수준도 낮고, 학습
동기도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가중학교나 라라중학교 학생들의 학부모는 자녀들에 대
하여 교육기대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반면에 나나중학교나 다다중학교 학부모들은 자
녀교육에 대하여 적극 지원을 해주고 있었다.
중학생들이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면 모든 학교가 동일한 역할만
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여기서 ‘학교는 무엇을 하는 곳이고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 생기게 된다. 학교의 역할은 정해져 있는 것인가 아니면 가정, 지역사회와의
연계 속에서 달라지는 것으로 볼 것인가? 본 연구 결과를 보면 학교의 역할은 정해져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이미 가정이나 지역사회가 달라지면서 학교의 역할도 이에 따라
달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도 하다. 학교의 기능은 계속 바뀌어가고 있으며,
교사의 역할도 마찬가지이다. 학교가 할 수 있는 최소의 역할과 최대의 역할이 있다면
이에 대해 지역이나 계층에 따른 인식이 달라질 수 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읍면
지역의 작은 학교의 교사들은 학생들과 친하고 학생들이 비교적 순하다는 장점이 있지
만, 방과후 돌봄이나 보충 학업지도 등 상당히 많은 복지 부분도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일이 너무 많다는 것에 대해 불만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의 지원이 어려운
학생들의 경우 학부모가 자녀들에게 심어줄 수 없는 포부수준, 부모가 줄 수 없는 긍정적
자기효능감을 가질 수 있는 기회, 도전 정신, 진로 지도 및 진로 정보 제공 등을 학교가
상당 부분을 맡아주어야 한다. ‘2018 교육종단연구’에 의하면 학교 특성 변수들은 일반
고 대비 특목고 진학에서 모두 유의하지 않았던 반면, 일반고 대비 특성화고 진학에는
모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사 열의, 진학 및 진로지도
는 특성화고 진학을 유의하게 증가시켰다(남궁지영 외, 2018:183). 읍면지역의 학교나
도시 저소득층 학교에서 특성화고 진학률이 다른 지역보다 많은 것을 감안할 때 이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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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의 열의나 진로지도 역량은 학생들 진로와 성장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문제는 학교나 교사가 어떻게 움직이도록 할 것인가이다. 이에 학교자치가 내실화될 필
요가 있다. 각 지역의 학교 특성에 맞는 학교자치가 구현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다음에 제안할 마을교육공동체도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중학생 성장의 지지 기반으로서 지역사회의 역할 강화

마을교육공동체에 대한 논의는 많은 연구를 통해 언급이 되고 있지만, 그 개념의 정립
은 아직까지 미완의 상태다(배현순․이희수, 2019; 이희수 외, 2016). 2014년 경기도교육
청이 주도한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이후로(배영주, 2019; 서용선 외, 2015; 이상철․강석
봉, 2018) 대부분의 연구에서 그 용어도 ‘마을교육공동체’로 수렴되고 있는 듯하다. 개념
도 다양한데, 홍지오․김용련(2018: 144)는 다수의 연구를 종합하여 공통 개념을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적 관계를 중심으로 교육공동체가 나타나는데,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교
육력 강화를 지향한다”고 보았다.
라라중학교는 읍면지역 학교로서 전교생들이 초등학교부터 거의 같은 학교를 다녔고,
동일한 보습학원과 마을공부방 등 동일한 교육시설을 함께 다녔다. 동일 지역에서 오래
거주했기 때문에 지역의 학생들이나 어른들도 서로 잘 아는 사이라 마을 전체가 이들
교육에 관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가가중학교는 대도시에 소재하고 있지만 지역 복지
기관, 공부방, 교회 등이 가가중학교 학생들에게 지역과 연계된 지지집단으로서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공부방을 통해 사교육을 받거나 교회나 복지기관
의 주선으로 무료 혹은 저렴한 비용의 사교육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마을교육공동체는 학교와 마을이 협력하여 그 지역의 교육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므로
특히 교육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에서는 마을교육공동체를 활성화하여 지역사회가 중학생
성장의 지지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라라중학교에 3년 간 지원되었던 예술교육
도 지역사회 중심으로 해당 지역의 모든 학생들이 그 혜택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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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학교 교육의 내실화

가) 자유학기제 기간 조정
자유학기제는 2013년 8월 42개 연구학교로부터 시작되어 2016년에는 전체 중학교에
서 실시하게 되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자유학기제 확대․발전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였으
며 2019년 현재 2,216개 중학교에서는 자유학년제를 실시하고 있다.
자유학기제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국가 교육과정체제에 의해 꽉 짜여져 운영
되는 우리나라 교육상황에서 중학생들이 스스로를 돌아보며 ‘나’를 찾아가고, 교사입장
에서는 ‘교실수업 개선’을 시도함으로써 더 넓고 다양한 교육적 경험을 할 수 있는 여유
가 공식적으로 주어진 매우 의미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지필평가로부터 해방된 학생
들은 참여형 수업방식 및 체험활동에 즐거워하고 또 미처 몰랐던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
기도 하며, 교사들은 다양한 수업방식의 적용과 그를 위한 연구에 몰두함으로써 전문가
로서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도 했다. 그러나 긍정적 효과 외에 학교
현장에서는 다른 요인들과 맞물려 다양한 반응이 나타나기도 했다. 자유학기제는 자유학
기제 자체를 내실화화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논의 중에 있다. 여기서는 그러한 논의
외에 자유학기제 적용시기에 대한 재고를 제안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를 보면 ‘중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기 중 한 학기
또는 두 학기를 자유학기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한 학년 전체에
자유학기를 적용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에는 1,503개교, 2019
년 2,216개교에서 중학교 1학년 기간 동안 자유학년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전북, 대전, 제주를 제외하고 14개 시․도교육청에서 자유학년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본 연구 결과 자유학기제 기간을 1학년 1학기와 3학년 2학기로 나누어 적용할 것을
제안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교 1학년 1학기는 초등학생에서 중학생이 됨으로써 모든 것이 새로운 환경
에 처해지는 학생들에게 중학교 교육에 대한 적응이 필요한 시기이다. ‘나’를 발견하고,
‘나’에게 맞는 진로를 탐색하기에 1학년 1학기는 제대로 된 정보를 얻을 수도 없고, 스스

로가 잘 알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 1학년 1학기에 ‘나’에 대한 발견의 시작과 함께 중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는데 필요한 교육에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자유학기제가 끝나
면 기존의 전통적인 수업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2학년 1학기에 시험을 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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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서 받아보는 성적에 충격을 받기도 한다.
둘째, 중학교 3학년이 되면서 학생들은 ‘나’의 적성, 흥미, 학업성취도 수준, 자신이 처
한 여러 가지 여건 등에 대한 눈이 뜨이면서 진지하게 진로에 대하여 고민을 하게 된다.
그러나 연구 결과 연구대상 학생들의 경우 정작 필요한 진로지도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진학하는 고등학교 유형에 따라 학생들에게 3학년 2학기는 ‘실컷 놀 수
있는’ 시간이 되기도 하므로 이 기간에 진지하게 자신의 진로를 탐색해 볼 수 있도록 하
는 것도 의미있을 것이라 본다. 이를 위해서는 고등학교 입시에 반영되는 내신 반영 기간
이 1학년 2학기부터 3학년 1학기로 통일될 필요가 있다. 또한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교육과정도 달라지고 고교학점제와 같은 새로운 제도에 적응해야 하므로 이 시기에 고등
학교 적응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자유학기제 기간 조정에 대한 위의 제안은 본 연구결과에 기초한 것으로서 이
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기간 조정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이나 선행해서 조정되어야 할
사항들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나) 자유학기제와 중학교 교육의 조화
근래 추진된 중학생 대상 교육정책 중 가장 획기적인 것은 자유학기제일 것이다. 그러
나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대체로 자유학기제 이후 2학년이 되면서부터 자유학기제 때
와는 다른 수업방식, 지필평가, 처음 접하게 되는 자신의 학업성취도 수준 등으로 중학
교 교육에 적응을 잘 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자유학기제에 대한 만족도는 학교
마다 또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10년 주기 코호트 간 비교를 통한 중학
생의 교육경험과 교육성과를 분석한 2018 한국교육종단연구 결과를 보면, 현재의 중학
생들은 10년 전 학생들에 비해 경쟁적 학습태도가 줄고 협력적 학습태도가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는데(남궁지영 외, 2018: 173-174), 이 연구에서는 그 이유를 교수-학습내
용, 방법 및 평가의 큰 틀에서 중학교 교육에 변화를 가져온 자유학기제에 기인하는 것
으로 보고 있다. 이에 중학교 교육체제 전반을 이러한 협력적 학습이 가능한 학교교육체
제로 확대발전시킬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중학교 교육이 고등
학교 진학을 위한 준비기관으로서의 역할에 머무르지 않고 중학교 교육 본연의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과정, 고등학교 입시제도 등 유관 정책 및 제도가 유기적으로 연계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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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학교과 학습지원 강화 및 평가 체제 개선
본 연구에서 중학생들은 거의 모든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
원수강으로 인해 수면부족에 시달리며, 학원 숙제로 인해 학교 정규수업에 지장을 초래
하고 있는 것도 알 수 있었다. 특히 사교육의 주된 교과는 영어와 수학인데, 현재 우리
중학교 수학교육과정은 수학교육 전문가들이 교육과정 개발 원리에 따라 중학교 교육 단
계에서 반드시 익혀야 할 교육내용을 선정, 조직한 것일 것이다. 그러나 사교육을 받아도
학교학습에 대한 완전학습은 어려운 상황이다. 최소필수성취기준을 달성하는 데에도 학
습자마다 개인차가 있을 것이다. 가능하다면 중학교 교육에서 학습자 수준별 교육과정
이수가 가능하도록 교육과정과 평가체제에 대한 재고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의 일환으로 개최되었던 제144차 KEDI 교육정책포럼에서 지정 토론자였던 성
열관 교수는 포럼 후에 수학수업과 평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문자로 연구자에
게 제안했다. 성열관 교수에게 동의를 받고 이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수학수업의 경우 25명의 교실에서 약 3~5명의 학생들이 교사의 설명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데 이러한 학생들의 수준 또한 다양해 보인다. 제가 참관하는 협력수업을 주로
하는 수학교실에서 교사는 기초훈련문제, 중간 정도 어려운 문제, 도전 과제라는 3 수준에서 학습지를
설계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은 수업에서 약 20명의 학생들은 처음에는 각자 문제를 해결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함께 과제를 해결해 나간다(이 때 참여 정도에 있어서 답만 맞추어 보는 정도
에서 도전 과제를 중심으로 대화가 활발히 일어나는 정도까지 다양함). 이에 20명 정도는 협력수업이
매우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 다만 이해를 못하는 3~5명은 강의식 수업이나 협력식 수업 모두에서
소외되기 쉽다. 이에 다음과 같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수학수업시간에 교사가 학생들의 수준에
맞추어 개인 숙제를 내주고 때때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학생들은 현 성취평가제가 아니라 개
별화평가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중학교 성취평가제 개혁이 필요하고 둘째, 핀란
드, 스웨덴의 개별화 학습 계획이라는 제도(모든 학교의 20%학생들이 대상으로 비교평가나 절대평가
라기보다는 개인 진도에 따른 발달중심평가임) 도입이 필요하다. 셋째, 이 학생들을 누가 개별적으로
도와주고 있는지 교사가 알아야 한다.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많아 교사가 지역사회 도움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참고로 최근에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학교에서 요청하면 개별 교과 도우미를 보내주
는 정책을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수학수업에서 소외되는 학생들에게 더 중요한 시간은 다른 교과 수업시간일 수 있는데, 다른 교과
수업시간에 이 학생들이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수업을 설계해야 수학시간에 상한 자존감을 회복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제가 참관한 학교에서는 교사들이 다 참여하는 공개 수업 후 수업
나눔을 1년에 6회 진행한다. 이 수업 나눔 방식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7교시에 한 반만 남겨서
해당 학년 모든 교사들이 공개수업에 참여한다. 교사들은 학생 25명에 대해 모두 관찰하고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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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눈다. 특히 수업에서 소외되는 3~5명의 학생에 대해서 각자의 수업시간에 어떻게 참여하는지 정보
의 공유와 전략을 마련한다(성열관 교수, 2019. 11. 08.).

즉 평가체제의 개선을 통해 수학수업에서 낙오되는 학생을 줄이고, 학생 중심의 발달
을 도모한다는 것이며, 더 나아가 수학수업 이외의 수업에서 학생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수업설계를 통해 학업적 자아개념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도록 도와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에 더해 영어교육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이 있었듯이 중학교 단계에서 교구 지원,
방과후 수학 수업 지원 등 학생들이 수학 교과를 어려워하고 있는 만큼 수학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제 4년간의 연구를 마치게 되었다. 4년간 연구에 참여했던 학생들은 스스로도 인정
할 만큼 신체적, 인지적, 정의적으로 많이 성장했으며, 주변인과의 관계 맺음 방식이나
관계 범위의 확장, 정체성의 확립, 진로계획 수립 및 수정 등 본 연구의 초점에 비추어볼
때도 많이 성장하여 자기주도적으로 조절, 성숙의 과정을 거치고 있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중학생들에 대한 그간 우리의 모든 교육적 시도의 목적은 그들의 성장을 돕기 위한
것이었으나 부모의, 학교의, 국가정책의 시도가 우리 중학생들의 행복한 성장으로 귀결
되었다고 자신 있게 말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사회는 계속 변화하고 있고 우리의 중학
생들도 변화하고 있다. 그들의 성장을 도울 것이라고 생각한 다양한 시도들이 경우에 따
라서는 또 다른 부정적 결과를 낼 수도 있음을 기억하고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가진 우리
중학생들에게 끊임없는 관심과 세심한 배려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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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nalysis of the Growing Process of Middle School Students
: Focusing on schools, families, and communities(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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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is a four year long qualitative longitudinal study conducted for
the purpose of analyzing “the growing process of middle school
students: focusing on schools, families, and communities” from 2016 to
2019. This study began at a time when middle school students were
the topic of discussion by the media, politicians, and academics due to
the increase in incidents of school violence, excessive study hours, and
violation of teacher’s authority around 2015. During this time, there
were discussions concerning issues such as “8th Grade Syndrome”.22)
However, those engaged in these discussions tended to regard the
middle school stage from external points of view and there was shared
22) ‘8thGrade Syndrome’ is a widely used term in Korea. In the term, 8thgrade refers to the second year
of middle school. It depicts the inconsiderate character of 8thgrade students, who speak and act only
based on how they feel or th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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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standing that the middle school stage had neither been as clearly
identified nor as widely discussed as the primary and high school
stage.
The diversification of high-schools has also resulted in a variety of
patterns in the process of entering into high-school. As such, it is
necessary to

analyse

such influences to ascertain what is being

required of middle school students in the process of being admitted
into high-school. Therefore, this study tracks the development process
of middle school students and examines this process in detail in order
to enhance understanding of Korea’s middle school students and
further to receive suggestions concerning middle school education.
This study tracks the “lifestyle, development, and emotional growth”
of the same students for four years, focussing on the common core
themes of relationships, identity, and career path. In the first year of
this longitudinal study, the design of this four-year qualitative study
was presented and it was conducted to reveal the life experiences of
middle school students before entering middle school (Kim et al.,
2016). The second-year study was aimed to examine the life and
development of students in their first year of middle school, their
social relationships, their experiences in a new school system, and
finally what it means to become a middle school student (Kim et al.,
2017). The third-year study analysed the life, development, and identity
(in terms of self-recognition) of the students in their second year of
middle school, and further studied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middle
school students using international data. This is the fourth-year study,
and it aims to study the three core themes: life and growth process,
growth and career path, and the influence of education policies on the
developmental process of students in their third year of middle school.
As this is the final year of a four-year longitudinal study, the study w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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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 divided into two parts: part 1 will present the findings concerning
the life, career path, and development of third-year middle school
students, and part 2 will comprehensively analyse the growth of the
students who have participated in the study during the past four years,
and present the implications of the findings for further research as
well as policy suggestions for the healthy development of the middle
school students of Korea.
Here are the research questions that this study has addressed for the
past four years (Kim et al., 2016: 5): 1) What are the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as learners during their middle school years? 2) What
are the features of the learning experience of middle school students?
3) What are the characteristics of the transition from middle school to
high school? What impact do the middle school years have on the
subsequent

years

of

the

student’s

life?

4)

How

and

why

do

socioeconomic and regional differences factor in the growth process of
middle school students?
On the other hand, the fourth-year study addresses the following
research questions: 1) What are the characteristics of the life of a
third-year middle school student? 2) What are the characteristics of the
learning experiences of a third-year middle school student, and what
are the characteristics of the transition from middle school to high
school? 3)

Within this process, how and why does the school,

family, community impact the student’s career path and entrance into
high school? 4) What are the results of the fourth-year study and what
are the suggestions for change that arise from these conclusions?
In order to answer the research questions, this study first presents a
literature review, and conducts in-depth interviews and psychological
tests. Furthermore, this is a qualitative case study that tracks the
progress of the students selected in the first-year study for four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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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order to differentiate between groups, the first-year study grouped
schools as urban low income, urban middle class, urban high income,
and

rural.

Four

schools

were

chosen

to

represent

each

group

respectively: AA middle school (tentative name), BB middle school
(tentative name), CC middle school (tentative name), and DD middle
school (tentative name), wherein 11-15 students were chosen from each
school to participate in the study. Additionally, the students’ homeroom
teachers and their parents were interviewed.
Part 1 chapter 2 explains how the study was designed. Concepts such
as

“growth”

and

“growth

process”,

which

are

themes

discussed

throughout the longitudinal study, are further explained in order to
engage in meaningful discussion. The design of the four-year long
study is presented, wherein the common procedures and criteria that
were used for selecting each school for this study, as well as the state
of the schools are fully expounded.
Part 1 chapter 3 presents the theoretical background concerning the
life and career path for third year middle school students, which are the
main topics for the fourth year of the study. Firstly, th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nd the students’ career path are examined to determine
the key characteristics of third year middle school students. Further, the
middle school education policies from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
to the present administration are analyzed, and the contents of the
psychological tests, which were conducted for an in-depth understanding
of the participating students, are briefly presented.
Part 1 Chapter 4 presents the life of the participants in their families,
schools, and communities as third year middle school students. Further
the impact of the student’s background on the student’s entrance into
high school and their career paths are also presented for each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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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chapter 1 summarizes the results from the longitudinal study
on the growth process of the middle school students during the past
four years.

The

study

examines

the common

characteristics

that

students from each school share concerning their life in respects to
their school, family, and community, as well as the parents, friends,
their relationship with their teachers, self-recognition/sense of identity,
and career path. Also, the areas that show big differences between the
groups are identified and further discussed.
Part 2 chapter 2 presents the findings of this study and discusses the
implications for further research as well as the policy implications. This
study analysed the growing process of Korean middle school students
focusing on schools, families and communities for last 4 years. As a
result, the students growed in cognitive, affective, and physical during
the middle school age. And they faced variety of relationship’s structure,
expansion of relationship’s range, embodiment of identity and career,
and revision of career plan with reality. The students were not perfectly
grown up, but yet they were growing in mature human being. As a
matter

of

fact,

the

students

tried

to

consider

their

status

and

environment when they made a decision for varied options. And the
students could understand how the relationship between friends maintain
better ways. Even they had troubles with teachers, they could control
matters when they became 9th grade. The students made career plans for
better future and revised career plans depends on their circumstance.
Although

they

experienced

decrease

in

levels

of

aspiration

and

discouraged by how much their understanding themselves were clearer, it
is also growing process.
The main body of growth and development are the students. Middle
school students are self-motivated who can choose, create, and adapt to
optimum condition. We attempt lots of educational action for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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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motivated learners that they can grow up. But we should reconsider
various systems and policies with educational purpose whether they help
the middle school students to grow happier or not. In order to help them
to grow happier, we should improve multiple factors that affect students’
growing process. To do this, we admit students’ own life who have varied
character. We should understand their physical, cognitive, affective
character that they are still in developmental process. And we should try
to

understand

Middle

school

students

deeply

who

have

infinite

possibilities. Consequently we suggest further research and policy.
Some of the suggestions for further research are: an in-depth
analysis of the results from the middle school students’ psychological
tests on the cognitive and affective characteristics; research on the
reality of the disparity in education as well as the factors influencing
this disparity; research on the growth process of high school students;
research on the mental health of middle school students etc. As this
research was only a qualitative case study, the paper also proposes a
research plan that aims to study all the middle school students to
derive findings that are meaningful and can be generalized to all
middle school students.
The following policy suggestions have been made for the balanced
development of middle school students in Korea. Firstly, in order
alleviate the disparity in education, the paper proposes the need for
policies that guarantee that middle school students meet the basic
standards; improve the counselling system for education and high school
entrance; promote specialized high schools and improve the admissions
process into specialized high schools; provides more opportunities to
students from disadvantaged backgrounds on the high school and
university entrance exams; lay the groundwork for supporting art
education in public schools; and promote community-tailored schools
and teachers by giving schools more autonomy. Secondly, a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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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ty becomes a vital space for development of middle school
students, the

paper proposes the need to support for village-based

education. Thirdly, in order to substantialize the middle school education
system, the paper proposes adjusting the free-semester system period,
making the free-semester system and the middle school education system
compatible,

strengthening

support

for

mathematics

learning,

and

adjusting the application time period for high school admissions.

■ Key Words: middle school students, growing process, career path,
relationship, identity, qualitative longitudinal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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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층면담지(학생용)

심층면담지(학생용)(2019)
[1차 면담]
□ 전반적 상황
○ 하루 일과
○ 가정에서 나의 역할
○ 이번 학기에 세웠던 계획과 그 성과에 대한 평가
○ 이번 학기에 있었던 가장 기억에 남는 일
○ 생활에서의 변화(학교, 가정, 전학, 이사, 경제적 상황...)
○ 새로 시작하거나 중단한 일(공부, 취미, 동아리, 학원, 과외, 종교생활...)
○ 생각이나 마음의 변화
○ 고등학교 생활에 대한 계획
○ 진로에 대한 현재의 생각

□ 개인 생활
○ 주로 오후나 주말 등 시간 날 때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
○ 종교생활
○ 아르바이트
○ 나는 “(어떤)” 사람인가
○ 나의 자기관리 능력, 의사소통 능력 등
○ 나의 장단점
○ 최근 겪었던 어려움과 그 해결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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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생활
○ 학교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점
○ 좋아하는 과목과 싫어하는 과목
○ 잘하는 과목과 못하는 과목
○ 선생님과의 관계(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선생님이 계시는지, 따를 수 있는 선생님이
계시는지)
○ 교사들이 생각할 때 나는 어떤 학생?
○ 친구들이 생각할 때 나는 어떤 친구?
○ 성적과 수업시간
○ 학교생활 중 가장 즐거울 때와 싫을 때
○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특성

□ 학교 밖 생활
○ 학원에 다니는지 여부와 학원에서의 생활
○ 청소년센터, 종교기관 등 다니는 곳이 있는지 여부와 그곳에서의 생활

□ 진로
○ 초등, 중등, 고등 시절별 장래 희망과 이유
○ 꿈(장래희망)이 변경되어 온 과정
○ 현재 진로 기대와 그 이유
○ 희망하는 직업과 그 이유
○ 진로 결정 계기
○ 교육 수준에 대한 기대(포부) 정도
○ 장래희망/직업을 생각하면서 고려하는 것들
○ 꿈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이나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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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로 관련 참조그룹
○ 진로 관련 의논대상자
○ 가족 등 주변에서 나에게 희망하는 장래
○ 진로 관련 고민하는 문제

□ 요구
○ 현재 가장 고민되는 것
○ 지내기에 불편한 점
○ 스스로 바뀌고 싶은 점
○ 어른들에게 바라는 도움
○ 진로를 생각할 때 현재 가장 필요한 것

[2차 면담]

□ 전반적 상황
○ 하루 일과
○ 이번 학기에 세웠던 계획과 그 성과에 대한 평가
○ 이번 학기에 있었던 가장 기억에 남는 일
○ 생활에서의 변화(학교, 가정, 전학, 이사, 경제적 상황...)
○ 새로 시작하거나 중단한 일(공부, 취미, 동아리, 학원, 과외, 종교생활...)
○ 생각이나 마음의 변화
○ 다음 학기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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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생활
○ 주로 오후나 주말 등 시간 날 때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
○ 종교생활
○ 아르바이트
○ 나는 “(어떤)” 사람인가
○ 어릴 때와 지금의 나는 다른지, 변했는지
○ 나의 자기관리 능력, 의사소통 능력 등
○ 나의 장단점
○ 최근 겪었던 어려움과 그 해결방식

□ 학교생활(고등학교)
○ 고등학교 진학 후 정착 및 적응 생활
○ 중학교 때와의 차이
○ 학교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점
○ 좋아하는 과목과 싫어하는 과목
○ 잘하는 과목과 못하는 과목
○ 선생님과의 관계(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선생님이 계시는지, 따를 수 있는 선생님이
계시는지)
○ 교사들이 생각할 때 나는 어떤 학생?
○ 친구들이 생각할 때 나는 어떤 친구?
○ 성적과 수업시간
○ 학교생활 중 가장 즐거울 때와 싫을 때
○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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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밖 생활
○ 학원에 다니는지 여부와 학원에서의 생활
○ 청소년센터, 종교기관 등 다니는 곳이 있는지 여부와 그곳에서의 생활
○ 중학교 때와의 차이

□ 관계
○ 부모의 특성
○ 형제관계의 특성
○ 친한 친구 소개
○ 친구들과의 활동
○ 교사와의 관계
○ 자신에게 영향을 끼친 인물
○ 역할모델
○ 개선하고 싶은 관계

□ 정체성(자기인식)
○ 자신의 특징
○ 자신에 대한 만족 정도와 이유
○ 스스로 그려보는 자신의 미래 모습
○ 자신의 콤플렉스와 극복 경험
○ 자신이 자랑스러웠던 에피소드
○ 주로 여가시간에 하는 것
○ 학교 소재 동네에 대한 만족 정도
○ 소속되어 있는 집단과 그 안에서의 경험
○ 역할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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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로
○ 초등, 중등, 고등 시절별 장래 희망과 이유
○ 꿈(장래희망)이 변경되어 온 과정
○ 현재 진로 기대와 그 이유
○ 희망하는 직업과 그 이유
○ 진로 결정 계기
○ 교육 수준에 대한 기대(포부) 정도
○ 장래희망/직업을 생각하면서 고려하는 것들
○ 꿈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이나 노력
○ 진로 관련 참조그룹
○ 진로 관련 의논대상자
○ 가족 등 주변에서 나에게 희망하는 장래
○ 진로 관련 고민하는 문제

□ 요구
○ 현재 가장 고민되는 것
○ 지내기에 불편한 점
○ 스스로 바뀌고 싶은 점
○ 어른들에게 바라는 도움
○ 진로를 생각할 때 현재 가장 필요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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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층면담지(학부모용)

심층면담지(학부모용, 2019)
▢ 자녀의 개인 특성
▢ 가족의 상황
▢ 가족 주거지 특성
▢ 지난 1년 간, 가족과의 추억
▢ 최근 보여지는 자녀의 자녀로서의 특징
▢ 가정의 경제적 변화
▢ 자녀의 친구관계
▢ 부모-자녀 간 관계를 보여주는 에피소드
▢ 형제 관계를 보여주는 에피소드
▢ 자녀의 교사와의 관계
▢ 자녀가 가족과 친구, 선생님 외 교류가 있는 인간관계
▢ 3학년 시절, 자녀 관련 생각나는 에피소드
▢ 자녀의 학생으로서의 특징
▢ 자녀의 학교 공부 관련 특색
▢ 지난 1년 간 부모님의 자녀교육에 대한 참여
▢ 자녀가 잘하는 것과 부족한 것
▢ 자녀의 학교생활상의 특징
▢ 자녀의 교사에 대한 생각
▢ 자녀의 진로계획
▢ 자녀의 취미와 특기
▢ 자녀의 학교생활 만족도
▢ 자녀 학교생활에 대해서 우려되는 점
▢ 학부모로서의 현 관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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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심리검사지 표지

MLST 학습전략검사(학생용, 2019)
U＆I 진로탐색검사(학생용,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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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리검사지(MLST 학습전략검사) 표지

MLST 학습전략검사(학생용, 2019)
학습전략검사 Ⅱ(MLST-Ⅱ)
학습전략에서의 학생 개인의 강점과 약점 파악 및 이해

목적

학습과정에 있어서 습관적, 행동적, 전략적 효율성을 측정

대상

초등학생/ 중·고등학생/대학생

문항수

소요
시간

초등115/ 중·고등학생 185/ 대학생 185 문항

초등 약 40분/중·고등학생 약 45분/대학생 약 50분

성격적

효능감/결과기대/성실성

정서적

우울감/불안감

동기적

학습동기/경쟁동기/회피동기

행동적

시간관리/공부환경/수업태도/노트하기/집중전략/책읽기

하위
척도

(학습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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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전략/시험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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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ST 학습전략검사(학생용,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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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리검사지(U&I 진로탐색검사) 표지

U＆I 진로탐색검사(학생용, 2019)
U&I 진로탐색검사
개인의 진로성숙도와 진로흥미, 진로성격을 종합적으로 진단

목적

대상

문항수

소요
시간

성격적 특성을 고려한 학과와 직업에 대한 정보 및 개개인의 진로결정에 도움이
되는 제반 정보제공

중학생 이상

216문항

40분

진로 성숙도
하위
척도

진로 흥미

진로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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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 결정성/진로 목적성/진로 확신성/진로 준비성/진로 독립성/
가족 일치성
산업기계/과학/예술/자연/휴먼/서비스/사무/행정·경영/보호/
신체활동
산업기계/과학/예술/자연/휴먼/서비스/사무/행정·경영/보호/
신체활동

부 록

U＆I 진로탐색검사(학생용,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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